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미래 40년의 새로운 출발점 !

“인천대 과거 40년과 미래 40년을 잇는 에세이(사진) 공모전”
인천대학교는 과거 40년을 되돌아보며 지난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숭고한 도전과 변화의 경험을 축적·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대의 발전적인 미래를
구상하여 세계적 수준의 미래 40년 인천대를 준비하고자 ‘인천대 과거 40년과 미래 40년을 잇는 에세이(사진)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19. 1. 28(월) ~ 2. 24(일)

※ 마감 이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 공모주제
종류

주제

원고
【1】 인천대 과거 40년
사진
원고

【2】 인천대 미래 40년

※ 마감 이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세부 내용
- (응모) 인천대의 사립대학 → 시립대학 → 국립대학에 이르는 도전과 혁신의 40년 역사 속에서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인천대”를 에세이로 제출
- (응모) 인천대의 과거 4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기증) 응모내용과 동일, 기증자의 성명 명기 및 책자 제작시 증정
- (응모) 인천대의 미래 40년 모습을 그린 “내가 희망하는 인천대“를 에세이로 제출

※ 주제1과 주제2에 중복하여 응모할 수 있음

■ 제출방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yskwak@inu.ac.kr)
•제출분량
- 원고 : A4 5매 내외
									
- 사진 : 10매 이내(기증사진은 매수 제한 없음, 사진원본파일 혹은 원본사진 별도제출(해상도 2200x3200 pixel jpeg 파일, 단, 옛날사진은 무관함))
※ A4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혹은 300단어
※인
 천대학교 홈페이지(http://inu.ac.kr/mbshome/mbs/inu/index.do)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양식
만 접수함)
■ 선정방법
•작품심사를 통해 선정 (2019. 2월)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원고 : A4 1면당 30,000원
- 사진 : 1매당 10,000원 (기증자 제외)
※ 상기 원고료는 외부기고가에 한함(내부 구성원은 면당 12,000원 적용)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 결과발표 : 2019. 2. 27(수) 예정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자 개별통지(http://inu.ac.kr/mbshome/mbs/inu/index.do)
■ 기타사항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 작품의 저작 재산권 일체는 인천대학교에 귀속됨
•합성사진이나 타 공모전 수상작품은 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모든 응모작품은 초상권 및 저작재산권 등의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는 출품자 책임으로 함
■문 의
•인천대학교 성과평가원(전략평가팀)
- Email : yskwak@inu.ac.kr
- Tel : (032) 835-9343

- Fax : (032) 835-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