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사회보장통계를 활용한 
이슈페이퍼 공모 (기간 연장)

우리 사회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사회보장통계 DB를 분석·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그려낸 이슈페이퍼를 공모합니다.

●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

공모주제

●  전국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
●   개인 혹은 팀 단위(3인 이하) 참여 가능
   (중복참여 시 최우수1개 결과물만 심사)

참가자격

●   이메일 제출 : mk1229@korea.kr, ssamboks@kihasa.re.kr
※  UCC는 ssamboks@kihasa.re.kr로 제출

●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규정사항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응모작 파일

※  세부 작성요령은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제출방법

●    1차 서면심사 통과작에 한해 2차 심사 실시
※  모집된 원고의 수에 따라 이슈페이퍼/통계포스터 - 카드뉴스/

UCC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2차 심사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현장 심사
※ 주제 적합성, 데이터 활용 적정성, 독창성, 표현력 등을 심사

심사절차

●    접수기간 : 2019. 7. 29 ~ 9. 6.(기간 연장)
●    1차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9. 17.
●    2차 심사(현장) : 9월 중순
●    수상자 발표 : 9월 중순
●    시상 : 추후공지(최우수상 수상자 주제 발표)

※ 상기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합격자 및 수상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일     정

●    최우수(1팀) 보건복지장관상, 상금 100만원
●    우   수(2팀) 보건복지장관상, 상금 50만원
●    장   려(5팀) 보건복지장관상, 상금 20만원

※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를 조정하거나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음

시     상 ●    주최측은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하에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음.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표절, 타 공모전 제출, 외국사례 복사 제출작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상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조치함.

●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통계DB를 2건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직접 부담함.

유의사항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ssc.go.kr
●    문의전화 : 02-6020-3315, 3313 / 044-287-8194 

(09:00~18:00 문의)
●    E-mail : mk1229@korea.kr

안     내

●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공한 사회보장통계DB 2개 이상 포함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의 사회보장통계 메뉴 참고

●    이슈페이퍼, 통계포스터, 카드뉴스, UCC 중 자유 선택

제출형식

형식 분량 및 규격

이슈
페이퍼

HWP형식(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양식 제공)

분량 제한없음
휴먼명조 11pt

통계
포스터

JPG, PPT, PDF, 
HWP 형식

크기 최대 A1,
용량 5mb 미만

카드
뉴스

JPG, PPT, PDF, 
HWP 형식

자유 형식으로 제작된 모든 
이미지, 6컷 이상의 완결본, 
용량 5mb  미만

UCC MP4파일
1~2분 이내, 2GB 이내, 
해상도 1280*720 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