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스마트세상 만들기 ”
2011 클린콘텐츠 UCC공모 및 활동 발표대회
 응모자격: 아름다운 스마트 세상을 열어가는 초. 중. 고. 대학생. 일반인. 단체
 발표대회 및 시상식 : 2011 . 12 . 5 (월)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 공모부분 : 클린콘텐츠 UCC동영상 , 클린스마트 활동 발표 PPT(선플달기와 클린콘텐츠 확산 활동 요약)
■ 주 활동 내용 :
인터넷 중독시대 속에서 사생활 침해, 폭력성, 선정성, 음해성 등 유해한 콘텐츠의 제작과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며 유익한 재미와 건전한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선플달기 및 클린콘텐츠(Clean Contents)
내용을 UCC로 제작하고 확산한 활동 내용을 아래의 접수 방법에 의해 응모하고 발표하는 대회
■ 접수기간 및 접수 방법 :
-기간 : 2011. 10. 24 ~ 11.20
-방법 : 본 공모 및 발표대회 주제에 맞게 제작된 UCC용 동영상, 클린스마트 활동(선플달기 및 클린콘텐츠 확산
활동 (블로그 및 SNS 등에 소개))에 대한 실적을 아래 양식의 문서로서 각각 혹은 동시에 제출
 UCC동영상(avi,wmp,mpg,swf) , 클린스마트 활동 발표 PPT, 선풀 게시글 실적 자료 : xls(상세 활동 내역서)
■ 접수처 : 클린콘텐츠 UCC 동영상 및 클린 활동 발표 응모 www.kbs.co.kr www.cleancontents.org
선풀 게시글 실적 자료 접수: www.u-gg.or.kr www.koreams.co.kr www.kykok.com
■ 응모 및 발표 분량
- UCC동영상 : 30초~3분이내(640 * 480 Pixel), UCC 파일을 UCC응모 양식과 함께 제출
- 활동 발표PPT: 클린스마트 운동 활동 결과를 20페이지 내외의 PPT와 발표 양식과 함께 제출
( 응모한 UCC를 포함한 클린콘텐츠 확산과 선플 활동 등을 요약 정리)
- 게시글 실적 자료 :선플달기 등 게시 전체 내용을 엑셀(xls) 양식으로 리스트하여 제출
<UCC 동영상 부문 및 활동 발표PPT 부문 별도로 또는 동시 응모 가능, 동시 응모자 가산됩니다)
■ 공모 주제 (아래 주제와 관련 내용, 상세 주제는 공모안내 사이트 참조)
1) 콘텐츠의 영향력, 건전한 콘텐츠 제작의 사회적 필요성과 확산을 권장
2)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 건강한 스마트폰과 SNS 사용 권장
3) 세대를 아우르는 맑고 밝은 웃음을 담은 모습, 건강한 메시지를 유머와 위트로 표현한 내용
4)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과 건강한 소비를 권장

■ 공모부분 : UCC동영상 ,봉사단 활동 및 선플달기

■ 시상 내역

■ 주최 : 경기도,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스마트-경기포럼
■ 주관 :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KBS미디어, 스마트-경기포럼,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미래소통포럼, 스마트엔젤코리아,
경기일보,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10개 대학교(동아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국회디지털뉴미디어포럼,
삼성전자,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방송광고공사, 전자신문,경기방송, 아름다운 교육신문 등
■ 협찬 : KT, LGU+, KYK김영귀환원수, 엠텔로, 원샷보카
■ 문의 : 2011 클린UCC 공모 및 발표대회 운영사무국 ☎ 02-501-7234 / Smart-경기포럼 사무국 ☎ 031-217-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