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규정
1. 태권도원 사진공모전 규정 동의
가. 공모전 참가

ㅇ

자신의 저작권 작품에 한하여 참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공모

전 이후에도 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ㅇ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진은 출품을 금지합니다

.

-

과거 사진 대회 및 공모전 수상작

-

타 사진 대회 및 공모전에 출품하여 당락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진

-

출품 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사진

ㅇ 공모전 참가자는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잘못된
정보 기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참가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나. 출품작 저작권, 초상권

ㅇ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태권도진흥재단은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지 않음)

ㅇ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

초상권 문제 발생 시 시상금 반환 및

수상 무효와 더불어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출품자가 지게
됩니다.

ㅇ 초상이 포함된 사진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태권도 선수 등 을
(

)

출품작으로 지원할 시, 해당 인물에게 사전 동의를 구해야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에 불응 시 수상작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자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외의 제

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

3

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는 등 태권도진흥재단
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공모전 심사

ㅇ 지원자 및 지원한 작품이 수상금 지급과 저작권

,

초상권 등에

서 문제 있다고 판단 될 시 추죄측은 그 작품을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ㅇ 원본과 다르게 조작

,

·

합성, 위 변조되거나 과도하게 보정된 사

진은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참가작품은 태권도원에서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작품의 세부 심사 과정은 공개되지 않으며, 출품작이

시상 수준에 미달될 경우 해당 시상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공모전 수상자 부담입니다

.

라. 대회 일반

ㅇ 대회 및 공모전 일정과 시상내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
습니다.

ㅇ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후에 수상자는 수상금 지급을 위한 정보
및 서류제공에 있어 성실히 임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시 수상
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의 결정에 따라 결정·운영됩
니다.

2. 수상작 활용에 대한 동의

ㅇ 태권도진흥재단은 수상작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며

,

수상

작을 마케팅, 영업 등의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제작, 배포 등)
할 수 있고 사업상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ㅇ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수상 및 기증 작품을 국가태권도 유관기관,
국내외 도장, 해외 공관 등에 유포하여 태권도 활성화에 사용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은 태권도원 사진전시회에 사진 콘텐츠로 활용되어 태권
도(원) 및 태권도진흥재단을 홍보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