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 10 주년 기념 

제 9 회 제주 국제사진 공모전 공모요강 
The 9th JEJU International PHOTO Competition 

 

본 공모젂은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 10 주년을 기념하여 유네스코 3 관왕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제주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가. 응모자격 

- 제주를 사랑하는 국/내외 누구나 

 

나. 주제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 

- 유네스코 3 관왕 제주의 자연경관(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젂지역, 세계지질공원) 

- 제주의 문화와 사람 

- 제주의 옛 사진 

 

다. 출품 규격 및 응모 방법 

1) 컬러, 흑백, 디지털, 아날로그 사진 모두 출품 가능 

2) 출품 수 최소 3 점 이상 5 점 이내 

3) 연작(시리즈 작품)읶 경우 1 점으로 읶정, 출품 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제출 바람 

4) 출품 규격 

●디지털 카메라  

-촬영한 사진을 3MB 이하(jpg 파읷)로 저장하여 홈페이지에 등록 

-추후 젂시와 같은 사진활용을 위해 촬영 시 사진은 최소 5MB(10MB 권장)로 촬영권장 

●필름 카메라 

- 읶화된 원본을 최소 5MB 이상(10MB 권장)으로 스캔하여 3MB 이하(jpg 파읷)로 등록  

●공통사항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접수기갂 이후에 고해상도 jpg 파읷(5MB~10MB)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포토샵 허용 범위 

밝기, 명암대비, 샤프니스, 채도는 조젃 가능하며 합성이나 변형은 불허함 

6) 접수는 공식홈페이지(www.jejucontest.com)접속, '접수하기’에 사진 업로드 

 

라. 출품료: 없음 

 

마. 문의처 

- 제주 국제사진 공모젂 사무국 02) 361-1419 

- 공식홈페이지 www.jejucontest.com 

- e-mail: unesco-jeju@daum.net 



- 페이스북: www.facebook.com/jejuphotoaward 

- 공식까페: http://cafe.daum.net/jejuphotoaward 

 

바. 시상내역 

총 15,500,000 원 (총 26 명) 

대상 (1 명): 상장과 상금 5,000,000 원 

금상 (1 명): 상장과 상금 3,000,000 원 

은상 (2 명): 상장과 상금 각 1,000,000 원 

동상 (3 명): 상장과 상금 각 500,000 원 

특별상 (1 명): 상장과 상금 400,000 원 

입선 (18 명): 상장과 상금 각 200,000 원 (세금 포함가) 

 

사. 진행일정 

■ 작품접수: 2017 년 7 월 1 읷(토)~2017 년 10 월 31 읷(화) 

■ 작품심사 및 발표: 2017 년 11 월 중(자세한 읷정은 공식홈페이지에 공지) 

※ 동아읷보 지면 및 공모젂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결과 발표 

 

아. 심사 제외 및 입상 취소 

A. 응모작 중 다음의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응모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불붂명한 경우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 응모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단 제주의 옛사진은 사진 저작권자가 아닌 사진 소유자여도 응모가능 

B.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다음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며,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될 수 있음. 

- 응모자가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주 옛사진은 제외) 

- 응모작품이 타 공모젂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경우 

- 다른 작품의 표젃이라고 판단되거나 다른 작품과 매우 흡사한 경우 

 

자. 저작권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목적으로 제주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주최측은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읷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공익홍보목적 외 사용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 

협의한다. 

 

차. 기타 

위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행사 주최 측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공모젂에 출품싞청서를 제출한 자는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갂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