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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쓰레기연구소 새롬’개소 기념)

중구 온라인 콘텐츠 공모전

‘쓰.다.듬’

쓰레기연구소 새롬과. 

다 함께 참여하는. 아이디어 “듬”뿍 콘텐츠 공모전

기후비상사태 

쓰레기 배출량 절감은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생활 속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민연구원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1.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민

2. 공모주제

일상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 (장소별, 상황별 등으로 다양하게 제안 가능)

예시) 일회용품 거절 및 재사용 방법, 생활용품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식당·마트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법,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 

분리배출 팁,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해결 방안 등 

3. 공모 분야 및 조건

 1) 블로그 포스팅(사진+글)

-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취재·체험한 내용

- 사진 7장 이상(30장 내외), 글 1000자 내외(약 A4 3분의 2분량)

- 본인 블로그에 전체공개, 댓글·공감 허용, 검색 허용하여 게시 후 URL 제출

- 블로그 플랫폼 제한 없음 (예시: 네이버, 티스토리, 브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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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상

- 길이: 60초 내외 / 해상도: 1280X720p 이상

- 확장자: wmv, avi, mp4 / 용량: 500MB 이하

- 영상 형식: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가능 (브이로그, 영화, 드라마, 다

큐, 광고, 캠페인, 홍보영상 등)

- 본인 SNS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게시 후 URL 제출

 3) 인스타툰 (인스타그램용 정방형 형태의 만화)

- 개수: 2개의 게시물(1개의 게시물은 10컷 이하의 완결본 형태) 

- 해상도: 300dpi 이상

- 확장자: jpg 혹은 png, 용량: 20MB 이하

- 본인 SNS 게시 후 URL 제출

4. 공통 필수 조건

- 본인 SNS 게시 후 URL 제출

- 제목 혹은 첫화면에 “쓰.다.듬 중구 온라인콘텐츠공모전” 명시

- SNS 게시 시 필수 해시태그 명시

(#쓰다듬 #중구청 #쓰레기센터 #쓰레기연구소새롬)

- 게시글은 심사일 기준 전체 공개된 글에 한함

5. 참여형식

- 개인 또는 팀 (팀 별 인원제한 없음)

- 팀으로 참가시 신청서는 각 팀원 별 제출 

- 한 사람이 최대 출품작 2개 참여 가능 (분야 상관 없음)

6. 심사기준(각 25점씩, 총 100점)

- 주제 부합성

- 독창성

- 전달성

-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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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산점 부여

- 중구민 및 촬영장소가 중구인 경우

- 중구를 홍보 및 소개하는 내용이 콘텐츠와 어우러지게 담긴 경우

8. 시상내역:

- 총 상금 규모 420만원, 수상 16팀

※ 시상 시 최우수상, 우수상 부문은 종합 진행, 장려상 부문은 성인 부문, 

청소년 부문으로 연령별 진행

※ 수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동점이 다수인 경우 수상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9. 일정

 1) 접수: ~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2) 결과 발표: 2021년 11월 24일(수)

    *쓰레기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보

 3) 온라인시상식: 11월 말 예정 

    *수상자 개별 통보

구분 시상 인원 시상 내역
최우수상 종합 1팀 상금 60만원 * 1팀

우수상
블로그 1팀, 동영상 1팀, 인스

타툰 1팀
상금 40만원 * 3팀

장려상(성인 부문)
블로그 2팀, 동영상 2팀, 인스

타툰 2팀
상금 20만원 * 6팀

장려상(청소년 부문)
블로그 2팀, 동영상 2팀, 인스

타툰 2팀
상금 20만원 * 6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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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1) 수상작은 중구청과 쓰레기센터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수상작은 추후 고화질 원본 작업파일을 필수 제출해야 함

 3) 모든 작업물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4) 수상작은 이후 중구 로고를 삽입하는 등 홍보용으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5) 이외의 유의사항은 신청서식에 필독 유의사항 참조

11. 제출방법(다음 중 택 1)

- ①개인 SNS 게시 후 이메일(tc0723apply@gmail.com)로 신청서, 서약서 

제출

* 신청서 및 서약서 서식은 쓰레기센터 홈페이지(www.trashcenter.net)의 

참여탭에서 다운로드 혹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②구글폼 신청 (https://forms.gle/dYfMyPFLhLkRFM456)

12. 문의

- T. 02-6272-5200

 

http://www.trashcen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