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인권 홍보 콘텐츠 콘테스트>
'5월 18일 유엔지정 세계 군사주의와 권위주의 방지의 날(이하 UDPMA)' 제정 추진 파트너 선정을
위하여 5·18과 민주·인권 홍보 콘텐츠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테스트는 UDPMA를 5월 18일
로 추진하게 된 배경인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알리고, 현재 태국, 미얀마 등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과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국가폭력과 권위주의의 엄중함을 공유, UDPMA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게는 소정의 금액이 지급되며, 이후 5·18기념재단과
함께 해당 콘텐츠를 통해 UDPMA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위 콘테스트에 참가를 신청
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DPMA: Universal Day for Prevention of Militarism and Authoritarianism

<5·18 민주·인권 홍보 콘텐츠 콘테스트>
- 접수기간: 2021. 2. 17.(수) ~ 3. 28.(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 518gaf@gmail.com)
- 참여대상: 민주·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 대상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 최종 선정작: 6작품 이하
- 상금(파트너 협약비): 총 미화 6,000달러
(상금은 수상자에 분할 지급됨)
- 수상자/단체는 향후 UDPMA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임명
- 대상 콘텐츠 분야 (4분야 중 택 1)
ü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버전: 자국 언어로 번역하여 부르기 또는 편곡

ü

자국의 민주주의 또는 인권을 알리는 노래 (본인 작사, 작곡): 장르 불문 (예: D-Town '518-062')

ü

2D 프린팅 아트: 포스터, 그림, 사진, 만화 등

ü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동영상, 플래시몹 영상, 샌드아트 등

*2D 프린트아트(PDF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를 제외, 모든 콘텐츠는 동영상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시, 자동 탈락 및 선정 시 선정 취소 됨
- 제출 문서

ü
ü
ü

공통: 지원서 1부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버전 OR 노래 OR 비디오 아트 지원자: 동영상 파일 제출
2D프린팅 아트 지원자: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제출

- 1차 심사
ü

일시: 2021. 4. 6.(화) 예정

ü

심사 기준
n

작품 의미,

n

내용의 전달성

n

참신성

n

홍보 계획

ü

각 분야 당 3~5 작품 선정

ü

1차 선정작 발표일: 2021. 4. 7.(수) 발표 예정

- 온라인 투표: 4. 19.(월) ~ 5. 18.(화) (예정)
- 시상식: 5. 21.(금) 14:00 (예정)
- 문의: 국제연대부 홍유정(hyj0118@518.org, +82-62-36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