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및 로고송 공모전 안내사항
■ 출품방법
* 2021년 5월 4일(화)까지 참가신청서(서명이 있는 PDF 또는 그림파일(JPEG,PNG 등), 영상
파일(MP4 원본) 또는 음원 파일(MP3 원본)을 첨부해

putsipsi@puts.ac.kr로 제출.(이후 도

착 분은 심사 제외)
* 접수시 제목은 "[UCC]_제작자명_제목" 또는 “[로고송]_제작자명_제목”으로 하며, 파일명도
동일하게 제출
■ 출품제한
* 작품주제에서 벗어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작품
* 본 공모전을 위해 제작된 작품이 아닌 수업 과제 등을 위해 제작된 작품일 경우
*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작품
* 타 공모전에 입상된 작품일 경우
* 표절작품
* 심사제외 대상 확인시에는 수상 후에도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은 환수조치함
■ 공모부문 설명
1)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로고송
- 주어진 주제와 키워드 체크
장로회신학대학교이 생각나는 밝고 즐거운 창작 로고송
귀에 쏙 들어오는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
- 스토리 메시지 발굴, 가사 정리
- 가사의 리듬감, 반복성, 대구 등을 통해 쉽게 중독성 있게 표현
- 로고송 전체 완성도 체크
- 키워드 : 경건, 복음, 실천, 복음전파, 선지동산, 장신공동체, 통합, 함께함, 공동체, 믿
음, 희망, 상생, 나눔, 감사, 사랑, 따뜻함, 봉사, 헌신, 광나루, 평양신학교, 교회, 마포
삼열, 목회자양성,

장자신학교, 경건회, 다른 대학이나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

한 감성과 공감, 내적친밀감, 한국 기독교역사의 산실, 신학대학교로서의 사명과 책임
감, 향후 한국 기독교 부흥에 대한 역할과 기대감, 영적 지도자의 산실, 한국교회 예배
의 롤모델
2)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 학과자랑, 생활 꿀팁 UCC
- 코로나19 시기의 학과자랑, 생활 꿀팁
- 2가지 주제(학과자랑, 생활 꿀팁) 중 1가지 주제 또는 2가지 주제 병합 가능
- 학과(신학과, 기독교교육과, 교회음악학과) 자랑은 병합 불가 : 각 학과만 해당
- 본인 경험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나 유익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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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및 로고송 공모전 안내사항
■ 출품시 유의사항
* 1인(팀)당 출품작 수는 최대 2개 작품이며, 동일인(팀)의 경우 1개의 작품만 수상 가능함.
* 입상작에 한해 수정, 변경이 가능한 원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은 본 대학교에 이양되며,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수정·변경·활용(필요
시 재가공)할 수 있음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음
* 출품작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상작이 없을 수 있음.
* 지정형식이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 출품작 수 및 수준(심사위원 결정)에 따른 입상작 수 및 행사 일정에 따른 공모 발표 일정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본인작품(표절 등)이 아니거나, 외국사례 복사제출 또는 다른 공모전에 출전한 작품에 대하
여는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위반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시상 취소 및 상금 환수 조치
* 출품작의 법적분쟁(초상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응모자 본
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문의 : 장로회신학대학교 02)450-0748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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