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물 공모 안내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재외선거관실은 내년 12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

거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및 재외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재외선거 홍보물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 종류 및 제작 형식 

종  류 

- 단  편 : 포스터, 신문광고 도안, 리플릿 도안 등

- 시리즈(최소 5회분 이상) : 만화(만평), 인포그래픽, 웹툰, 웹이미지 등

제작 형식 : 원본 파일을 jpg와 pdf형식으로 각각 제작․제출

2. 공모 주제

재외선거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쉽고 친근감 있게 알릴 수 있

는 내용

재외선거 참여 메시지를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재외선거 유권자등록과 투표참여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일정

접  수 : 2016. 10. 1.(토) ~ 2016. 11. 15.(화)

발  표 : 2016. 11. 30.(수), 당선작 개별 통지 및 주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시상품 전달 : 2016. 12월 중(세부일정 추후 개별 통지)

5.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기타 방법 불가. 단, 전자파일의 용량이 과다하여 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휴대용 저장장치 제출 가능)

접수 이메일 : ovfrance@mofa.go.kr

이메일 본문에 응모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 응모작에 개인정보 기재 금지

2개 이상 작품을 접수할 경우 작품별 개별접수(접수번호 1개 1작품 원칙)

접수된 작품 및 개인정보는 수정 및 반환(회수) 불가

     ※ 접수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모 종료 후 폐기



6. 심사기준

독창성 - 소재와 설정이 참신하고, 매력적인가?

완성도 - 주제가 뚜렷하고, 표현(호소)력 등 전달 메시지 구성력이 탁월한가?

공정성 -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유지 되었는가?

실용성 - 대중성, 보편성, 활용 가능성을 갖추었나?

7. 당선작 및 상품

구 분 편수 부      상 비  고

최우수 1편 €500 상당의 상품권
공모 종류 
구분 없음

우  수 1편 €300 상당의 상품권

가  작 2편 각 €200 상당의 상품권

 ※ 적합한 작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문별 당선작 편수도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심사를 통과한 모든 응모자(20명 이내)에게는 참가 기념품(USB) 증정

8. 당선작에 대한 권리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포함)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기간 동안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이 소유함.

     ※ 공모응모작 제출과 동시에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9. 당선작 활용 : 당선작은 보완을 거쳐 재외선거 홍보물로 제작 활용 예정

10. 유의사항

응모하는 모든 작품은 어떠한 형태로든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창작 작품'이어야 함.

     ※ 공모작품의 주제, 내용,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ok.nec.go.kr)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음.

다른 공모전 및 유사 사업 당선작 응모·중복수상 불가함.

1인이 2개 이상의 작품을 응모 할 수 있으며, 공동 공모는 인정하지 않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당선 취소, 시상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제출 형식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점 처리함 .

접수된 제출 작품은 수정이 불가함.

11. 문의 :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실(전화번호 : 01 4753 6681 / 66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