참고

「제2회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모전 요강

공모전(콘텐츠) 규격
구분

작품규격 (순수창작물)

포스터

‑ A2 사이즈 (4960x7016px, 300dpi 기준)
‑ 용량 및 해상도 (30MB이하) 300dpi이상
‑ 파일형식 jpg, jpeg, png

표어

‑ 글자수 : 12자~30자
‑ 용량 및 해상도 (10MB이하) 300dpi이상
‑ 파일형식 jpg, jpeg, png

동영상

‑
‑
‑
‑

광고는 30초 이내, 그 외(브이로그, UCC, 애니메이션 등) 3분 이내
용량 및 해상도 (200MB이하) 1920 x 1080(Full HD)
파일형식 wmv, avi, mp4
제한된 길이를 넘지 않는 경우 시리즈물로 제작 가능
(예: 10초 광고 시리즈 3개 = 30초)

심사 기준(내용 및 상훈심사)
구분

세부내용

배점

완성도

- 개인정보 인식제고라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가?
- 개인정보 인식제고를 위한 내용, 구성, 디자인이 적합하게 제작 되었는가?

25

창의성

- 창의적으로 인식제고 내용이 표현 되었는가?
-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이 잘 표현 되었는가?

35

-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 하였는가?
표현력 - 인식제고 대상의 공감과 관심을 이끌어 내는가?
- SNS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활용하기에 적합한가?
심미성

- 참가자(팀)의 개성 및 감각이 잘 표현 되었는가?
- 콘텐츠의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이 우수한가?

25

15

유의 사항

○ 응모 분야 및 형식에 맞지 않는 작품, 표절 또는 복제된 작품, 타 공모전
입상 작품, 신청서 등의 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상금, 시상품 환수조치)

○

작품에 활용되는 모든 매체(폰트, 이미지, 음원, 영상 등)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시상 규모는 응모작품 수 및 작품 완성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상자는 선정된 후 주최 측에 원본파일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

수상작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교육 활동에 활용될 수 있음

○ 제출된 작품 및 참가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참가자와 공모전 주관 기관(KERIS)에 귀속됨
※ 공모전 응모 작품에는 저작자 표시를 기반으로 주최 측에 저작물 이용 허락함

저작자 표시(CC-BY)
- 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 및 안내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privacy.moe.go.kr)에서 공지

○ 제출 작품은 공모전의 상기된 모든 규약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 서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팀의 경우 팀원 전원 작성 제출(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

○ 공모 작품(포스터, 표어, 동영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