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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문화도시예비사업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개최]

작성일 2021.07.28 18:36 등록자 박상재 조회수 418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신청서.hwp 151 hit/ 1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공고문.hwp 148 hit/ 3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포스터.png 134 hit/ 2.50 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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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포스터)

목포문화도시센터에서는 목포 개항 시기인 1897, 목포 역사·인물, 문화 등 ‘목포시’와 관련한 다양한 기록물을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직한 목포의 기억과 지역적 역사, 문화를 가진 기록물을 발굴하여 기록 문화적 가치가 있는 아카이빙 구축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목포 시민 민간기록물 공모전 개최]
❍ 대 상 : 목포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 공모기간 : 2021. 8. 1. ~ 8. 20. 18:00 (20일 간)
❍ 공모대상 : 1897, 목포 역사ㆍ인물, 목포문화 등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소장물 등
❍ 공모유형 
- 시청각류 : 사진, 동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비디오 등
- 문 서 류 : 일기, 편지, 메모, 수첩, 책자, 공문서 등
- 박 물 류 : 생활용품, 화폐, 우표, 기념품, 시계, 필기류, 사진기 등
❍ 공모주제
①  목포 개항 시기인 1897과 관련된 기록물
②  목포 역사, 목포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③  목포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등
❍ 공모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신청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람
❍ 심사방법 : 1차 서류 심사 선정작에 한하여, 2차 대면(비대면) 심사 진행
❍ 문의 및 안내 : 목포문화도시센터 061-802-1018

↓ 하단의 공고문에서 자세한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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