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술보증기금

  고객배려 스토리텔링 공모전

  1. 목적
   ○ 기금과 고객의 긍정적인 소통채널 마련
   ○ 구체적인 상황에서 고객이 느낀 생생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고객 배려 노하우 분석 및 전파

  2. 응모자격
   ○ 기술보증기금 보증·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 및 기금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수상 대상자에 대해 응모자격 여부 개별 확인 예정

  3. 공모주제
   ○ 고객배려 내용이 담긴 기술보증기금 경험 스토리
      * 경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날짜, 직원이름, 지점 등)시 우대 예정

  4. 응모기간 및 방법
   ○ 응모기간 : 2020. 8. 10(월) ~ 2020. 10. 8(목) 17:00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응모방법 : <응모작>과 <응모신청서(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포함)*>를 이메일로 제출
      * 응모작 제출 이메일 주소 : careforyou@kibo.or.kr
      * 응모신청서(홈페이지(www.kib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공모분야 : 에세이(포토에세이 포함), 웹툰
      - (에세이) HWP 또는 MS Word로 작성, 글꼴크기 12, A4 기준 1장 이상 분량으로 자유기술
      - (웹  툰) 가로 720픽셀, 세로 제한없음, 해상도 300dpi로 제작된 jpg, png파일로 총 6컷 이상
                (웹 게재용 스크롤 형식)

  5. 발표
   ○ 2020년 10월말 예정,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해 발표 
   ○ 응모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6. 시상내용
분야 순 위 포 상 내 용 분야 순 위 포 상 내 용

에세이

최우수(1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웹툰

최우수(1점)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우수(1점)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우수(1점)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장려(2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장려(2점) 온누리상품권 10만원 .

      * 공모 작품 수,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용 변동 가능하며 심사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제세공과금은 본인부담

http://www.kibo.or.kr


  6. 기타
   ○ 1인(또는 팀) 작품 수에 관계없이 중복 응모 가능하며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출품작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타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거나 표절시비가 발생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합니다.
   ○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제작자, 참가자)에게 있으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품한 모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으며, 수상된 작품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후 기술보증기금으로 귀속되어 광고 및 포스터 제작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문의 : 기술보증기금 사회가치경영부 고객만족팀 Tel. (051)606-75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