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식품첨가물과 용기·포장 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2021 식품첨가물과 용기·포장 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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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 모 명 : 2021 식품첨가물과 용기·포장 바로알기 콘텐츠 공모전
2. 공모주제
〇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〇 생활 속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안전정보
〇 이외에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관한 자유 주제
※ 자유 주제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네이버 포스트 (http://naver.me/FQ90neHx)

3. 응모기간 : 2021년 7월 12일 ~ 2021년 8월 22일
4. 응모자격 : 식품첨가물과 기구·용기·포장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5. 작 품 수 : 1인(팀)당 1점 제출
6. 작품규격
〇 영상
 분량: 2~10분
 해상도: 1920x1080px 이상 권장
 파일형식: avi, mp4, mov, wmv 등 유튜브 게시 가능 파일
〇 웹툰
 분량: 8~24컷, 단편작으로 스토리가 완결된 상태
 크기: 가로 900px, 세로 제한 없음, 해상도 72dpi 이상
 파일형식: png, jpg 등 이미지 파일, 압축하여 ZIP로 전달
〇 카드뉴스
 분량: 4~16컷, 단편작으로 스토리가 완결된 상태
 카드크기: 가로×세로 900×900px, 해상도 72dpi 이상
 파일형식: png, jpg 등 이미지 파일, 압축하여 ZIP로 전달

7. 응모방법
〇 주제에 맞는 콘텐츠 제작 후 첨부된 참가신청서와 함께 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로 접수
(mfds0815@naver.com)

※메일 제출 시 회신 메일로 접수 번호와 함께 정상 접수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8. 심사방법 : 내·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
9. 심사기준
〇 식품첨가물과 기구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〇 대중성(활용가능성, 이해성)
〇 작품의 완성도(스토리, 구성, 전달력, 독창성)
10. 시상내역 : 9명(3개 분야,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분야
영상
웹툰
카드뉴스
총계

최우수상
100만원(1명)
50만원(1명)
5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1명)
30만원(1명)
30만원(1명)

장려상
30만원(1명)
20만원(1명)
20만원(1명)

소계
180만원
100만원
100만원
380만원

※ 응모작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금의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 4.4%는 당선자가 부담합니다.

11. 심사발표 : 2021. 9. 3.(금)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네이버 포스
트 발표, 당선자 개별 통지
12. 기타 유의사항
〇 당선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유튜브, 첨가물기준과
네이버 포스트 등을 통해 소개됩니다.
〇 제안된 아이디어 중 아이디어 전체 또는 일부가 표절되었거나 관련 서비스가 이미 존
재하거나 기 발표된 내용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〇 작품의 초상권, 지적저작권(폰트, 이미지 등 모든 저작권) 관련 문제 또는 도용 등 분쟁
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〇 당선 이후라도 표절로 판명되는 경우 당선 취소 및 상금이 회수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귀책사유가 당선자에게 있음).
〇 입상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됩니다.
※ 필요 시 콘텐츠 활용 동의 및 비용 지불 후 주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음
13. 문의처
〇 공모전 운영사무국 mfds081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