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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 콘텐츠 공모전」

작성일 2021.06.23 09:42 등록자 박OO 조회수 189

 W-ink 콘텐츠 공모전 모집공고 개요.hwp 160 hit/ 59.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W-ink 콘텐츠 공모전」 참가 신청서.hwp 155 hit/ 33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W-ink 콘텐츠 공모전」 사례 서식.hwp 159 hit/ 206.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주제
W-ink 주제를 활용한 3개 분야 (영상, 이미지, 사례) 콘텐츠 공모
※ ‘W-ink’는 Woman, Work의 ‘W’와 ‘Link’의‘-ink’를 조합하여 ‘여성의 경력을 이어나가다’라는 의미

▼ 기간 및 일정
＊ 공고 기간- 2021. 5. 24.(월)~7. 30.(금)
★ 접수 기간 ★- 2021. 7. 26.(월)~7. 30.(금) 18시까지

▼ 참가대상
전남 도민 누구나(개인, 가족, 직장인, 단체 등)

▼ 시상내역
분야별 (영상, 이미지, 사례) 각 1팀 시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 심사기준
*공모 주제 적합성 : 공모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가?
*공모 주제 상징성 : 여성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및 일·생활균형 관련 상징성 등
*공모 주제 창의성 : 여성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 및 일·생활균형을 위한 주제의 창의적, 독창적 아이디어 내용
*공모 주제 표현성 : 작품(영상, 이미지, 사례)의 의미 전달

▼ 응모분야
영상, 사례, 이미지

▼ 참가방법
* 접수 방법- 전남광역새일센터 홈페이지(http://jnnewjob.or.kr) 공지사항
「W-ink 콘텐츠 공모전」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와 신청파일(영상 / 이미지 / 사례) 각 1부 작성 후 이메일 (newjob119@naver.com)송
부

▼ 제출 방법
- 파 일 명: ‘W-ink 콘텐츠 공모전 참가 (예, 홍길동)’ 신청자이름으로 기입

▼ 작품규격
*영상*
-윙크 댄스 따라하기 영상*홈페이지 공지사항 (W-ink 댄스 영상) 참조
-비율: (16:9) / 4분 이내 / 1GB 이내-파일 형식: AVI, WMV, MOV, MP4-해상도: 1920*1080 이상 권장

*이미지*
-가사분담 및 양성평등 관련-여성 경력유지 응원 및 워킹맘 응원-일·생활균형 문화 (워라밸) 관련
-규격: JPG파일 / 300DPI 이상-종류: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사진 등

*사례*
-경력단절 극복 사례-일·생활균형 문화 체험 사례(시차 출퇴근, 원격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사례-경력단절 후 취업 및 창업 성공 사례-규격: A4 한 장 이상 두 장 이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례 서식) 참조

▼ 문의처
* 문의사항-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http://www.jnnewjob.or.kr)
「W-ink 콘텐츠 공모전」 담당자 (☎061.260.7357)

▼ 기타사항
** 유의사항저작권 관련 사항

참여/민원 > 시민참여 > 자유게시판자유게시판

(http://www.mokpo.go.kr)

/www/civil_complaint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
/www/civil_complaint/citizen_participation/free_board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0927/547441/W-ink %EC%BD%98%ED%85%90%EC%B8%A0 %EA%B3%B5%EB%AA%A8%EC%A0%84 %EB%AA%A8%EC%A7%91%EA%B3%B5%EA%B3%A0 %EA%B0%9C%EC%9A%94.hwp?pkey=spFeqN5QV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0927/547441/W-ink %EC%BD%98%ED%85%90%EC%B8%A0 %EA%B3%B5%EB%AA%A8%EC%A0%84 %EB%AA%A8%EC%A7%91%EA%B3%B5%EA%B3%A0 %EA%B0%9C%EC%9A%94.hwp?pkey=spFeqN5QV
/Viewer/54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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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547442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0927/547443/%E3%80%8CW-ink %EC%BD%98%ED%85%90%EC%B8%A0 %EA%B3%B5%EB%AA%A8%EC%A0%84%E3%80%8D %EC%82%AC%EB%A1%80 %EC%84%9C%EC%8B%9D.hwp?pkey=spFeqN5QV
/ybscript.io/common/file_download/480927/547443/%E3%80%8CW-ink %EC%BD%98%ED%85%90%EC%B8%A0 %EA%B3%B5%EB%AA%A8%EC%A0%84%E3%80%8D %EC%82%AC%EB%A1%80 %EC%84%9C%EC%8B%9D.hwp?pkey=spFeqN5QV
/Viewer/547443
http://jnnewjob.or.kr
http://www.jnnewjob.or.kr


** 유의사항저작권 관련 사항
- 응모작품에 사용되는 영상, 폰트, 이미지, 서체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 및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문제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 타 기관의 공모전 수상작이나 모방작으로 확인될 경우 수상은 취소되며 상금은 회수한다.
- 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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