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3일 공보 2019-7-27

이 자료는 7월 23일(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22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한국은행 「청소년 경제 알기 UCC 동영상 공모전」 개최
□ 한국은행은 청소년들이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자 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경제 알기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
ㅇ 금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02개팀(689명)이 응모하였음
ㅇ 응모작 중 6편의 당선작을 선정하며 이 중 최우수상 수상자(1팀)에게는
총재 명의의 표창장 및 장학금을 수여하고 우수상(2팀) 및 장려상(3팀)
수상자에게는 각각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
￭ 공모주제 : 물가와 인플레이션
￭ 접수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10월 14일(월)
(자세한

문의처 : 커뮤니케이션국 뉴미디어팀
Tel : 759-5385, 4526

내용은

“붙임”

참조)

팀장 이경환, 과장 김혜연

Fax : 759-4362

E-mail : service@bok.or.kr

공보관 : Tel (02)759-4016, 4028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청소년
「
청소년 경제 알기 UCC 동영상 공모전
공모전」개최
」개최 안내
1. 공모 대상
□ 공모 주제 : 물가와 인플레이션
ㅇ 제목은 주제 및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선정 가능
ㅇ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등을 참고
* “www.bok.or.kr → 경제교육 → 온라인학습 → 청소년”에 게시된 「중학생
을 위한/고등학생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e-book), 「경제이야기
따라잡기」(동영상, 한국은행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 등을 참고

□ 작품 형식
ㅇ 형 태 : mp4, mov, avi, wmv 동영상
ㅇ 분 량 : 2분 ~ 5분
2. 참가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
ㅇ 개인 또는 팀(팀원 수는 4명 이내) 단위 참가
3. 접수 기간
□ 2019년 9월 2일(월) ~ 10월 1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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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및 시상
□ 주제와의 연관성, 독창성, 완성도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11월 중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하고, 수
상자에 대한 시상은 별도 안내
시상 내용
구 분

작품수

시 상

최우수상

1편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편

상금 200만원

장려상

3편

상금 15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이며 응모작 수준에 따라 수상작의 선정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모든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예정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