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ver.) "JEOLLANAMDO IN YOUR EYES" 영상콘테스트 

 

전라남도는 한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단지와 POSCO 광양제철소가 위치한 산업의 

도시이자, 한국인들의 밥상에 고품질의 친환경․유기농산물을 50%이상 공급하는 친환경 

청정지역입니다. 

전라남도는 2,165 개의 섬과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경치와 맛있는 음식, 한국 전통 

판소리와 수묵화 등의 예술이 꽃피는 곳으로, 매년 5 천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전라남도호치민사무소는 전라남도를 베트남에 널리 알리고 양국 간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Jeollanamdo in your eyes" 라는 영상콘테스트를 시작합니다. 

1. 규칙 

- 콘테스트 주제 : 전라남도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자연과 문화유산, 관광지, 음식문화, 

축제,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상품) 

- 영상 형식 : 1 분 30 초 ~ 4 분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으로 제작된 영상  

- 응모기간 : 2021 년 12 월 1 일 ~ 2022 년 12 월 30 일 

- 참가대상 : 베트남 국민 누구나 (지역/나이 제한 없음) 개인 또는 단체 1 작품 제한(최대 

4 명) 

- 지원서 제출 방법: 



• 1: 링크에 로그인: https://forms.gle/oiA64EzT5riQLRKg9 

• 2: 신청서 작성 

• 3:  파일이 포함된 드라이버 링크를 추가하고 "제출"을 선택 

2. 평가 및 수상 

- 응모작은 평가를 위해 전라남도 호치민사무소 공식 유튜브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평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전라남도 호치민사무소 공식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25%, + 좋아요 수 25% 

• 이미지 품질, 창의성, 완성도 및 의미 있는 콘텐츠 기준 50% 

- 결과 : :전라남도 홈페이지: vi.jeonnamasean.com 공지 (2022 년 1 월 25 일 예정) 

- 상: 총 4 개, 상금: 20,000,000 VND 

구분 1위 2위 3위 

작 품 수 1 1 2 

시상금(편당) 10.000.000 VND 6.000.000 VND 4.000.000 VND

3. 유의사항 

 제출서류(신청서, 영상파일 등)는 링크:  https://forms.gle/oiA64EzT5riQLRKg9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모 작품은 응모자(개인 또는 팀)가 직접 촬영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이나 상업 용도로 사용된 작품으로 확인될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회수합니다. 

 접수된 작품의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기 시상내용은 출품 

수량과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작품심사, 수상작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체로 응모할 경우 1 개 팀은 4 명 이내의 인원으로 대표자를 선임해 구성해야 하며, 

시상은 대표자 명의로 수여합니다.(요청시 참가인원 모두 기재) 

 입상 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전라남도호치민사무소와 공동 소유하게 되며, 

공익목적(전라남도 홍보 등)을 위한 경우에는 상호 동의절차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입상 작품은 작품 활용에 따른 클린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상 작품이 제 3 자의 저작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입상자는 입상 무효와 함께 

시상금 반환(제세공과금 포함) 등 관련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외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 관련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