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회 뉴꽂남 대학생 기사 공모전 상세 공모 요강

(2016. 07. 22. 수정안)

□1  참가자격

- 국내외 대학 내 언론사 소속 재학생 및 휴학생

- 기관 및 단체 소속 대학생 기자단(휴학생 포함/영리 단체의 기자단도 가능)

- 개인 및 팀 단위 참가 가능(팀 단위 참가시 소속은 해당 대학 언론사/기자단 이름으로 참가)

□2  공모주제

- ‘20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키워드 별로 취재.

- 세대 간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소재

- 다중 키워드를 조합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3개 이상 조합은 지양할 것.

- 예시 외에도 다양한 키워드로 참여가능

(사랑, 우정과 같은 추상적 키워드가 아닌, 예시와 같이 구체적인 키워드여야함.)

□3  부문 및 제작 규격

- 멀티미디어 기사(사진, 영상, 그래픽 등 최소 1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한 기사)

- 사진, 영상, 그래픽의 경우 제작 규격(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제작에 사용된 모든 소스에 대한 저작권이 참가자에게 있어야 함.)

- 영상부문은 분량 10분 내외, 파일형식 .mov / .mp4로 제출.

(보기 힘든 수준의 저해상도 사진과 영상은 감점 대상임.)

□4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2016. 9. 12(월)까지

- 제출 방법 : 뉴스펀캐스트 공식 이메일로(newsfuncast@naver.com) 제출

☞ 접수시 메일 제목을 <제 1회 뉴꽂남 대학생 기사 공모전_[참가자 이름(팀명)]>로 제출

         ▶ 기본 인적사항(이름, 소속, 연락처)을 메일 내용에 작성하여 주세요.

☞ 멀티미디어 컨텐츠(사진, 영상, 그래픽)와 텍스트를 별도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

(사진을 텍스트 레이아웃에 맞추고 싶은 경우 배치 작업하여 제출하여도 됨)

키워드 예시

<N포 세대, 취업난, 창조경제, 혼밥, 먹방, 일베, 메갈, 여혐, 오버워치, LOL, 신조어 등>



□5  수상자 발표 : 2016년 9월 말 예정

□6  시상 내역 (총 7개팀, 총 상금 500만원)

□7  유의사항

- 실제 대학 언론사 혹은 기자단 소속이 아닐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는 9월 12일 24시 이전까지 제출된 작품에 한합니다.

- 응모작이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상작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응모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전·수상 후 표절 작품 판명 시 심사 제외 및 수상을 취소합니다.

- 응모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응모자에게 있고 수상작을 연계한 콘텐츠 제작시

      응모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상기 문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재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2014)’따라 기재한 것입니다.)

□8  문의

- 뉴스펀캐스트 공식 이메일(newsfuncast@naver.com) 혹은 

페이스북 페이지 ‘뉴스 꽂아주는 남자’ 메시지(실시간 답변)을 이용해 주세요.

부문 상금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상(1팀) 100만원

우수상(2팀) 50만원

입선(4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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