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출 형식
구  분 내  용

카드뉴스

- 표지 제외 6컷 이내
- 규격 1080x1080픽셀
- 파일형식 PNG, JPEG 등 이미지 파일
- 해상도 300dpi 이상 
  (제출 시 컷마다 번호를 매긴 후 zip파일로 압축하여 접수)
 ※ 수상작은 추후 원본파일(ai 또는 psd)를 제출해야 함
 ※ 카드뉴스의 경우 무료 디자인 플랫폼을 통해 만든 작품은 출품 불가하며, 
    수상 이후 발견된 경우에도 수상 취소/제외됨

숏폼 영상
- 시간 60초 이내
- 해상도 1920×1080픽셀 이상
- 용량 200MB 이내
- 파일형식 mp4, avi, mov

● 유의 사항
 ㅇ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

며, 수상 후에도 입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ㅇ 주최자는 입상작(최우수, 우수, 장려)에 한하여 3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

음
 ㅇ 입상작은 홍보를 위해 3년간 SNS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사용될 수 있음
 ㅇ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입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입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입상작의 저작재
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ㅇ 향후,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전부 또는 일부)을 양수할 필요가 있거
나, 공모전 안내에 공고된 범위를 넘어 입상작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와 별도로 협
의하여 정함

 ㅇ 응모자는 공모전의 저작권과 관련한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향후, 공모전 출품작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
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
력해야 함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ㅇ 주최자는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저작자에게 반환하되, 반



환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저작자가 부담할 수 있음
 ㅇ 응모작 중 기발표작‧대리작‧표절작은 수상할 수 없으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후에도 

기발표, 대리 또는 표절 등 윤리에 어긋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ㅇ 공모전 입상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ㅇ 수상인원은 응모 작품 수, 작품완성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작품 제작 시 손글씨, 자작곡 외 폰트와 음원은 모두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야 함
 ㅇ 수상작품 중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출품자는 초상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수상에서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