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후레쉬 친환경 용기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신청서
 

1. 신청내용

작품명 EX) PLUS ECO 용기

성명 또는 단체명
  

연락처(휴대전화)   ※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

이메일
   

※공모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3. 작품 설명 

4. 확인 사항

  간략하게 기획 의도, 작품 설명 등 설명을 적어주세요

  EX. 스프레이와 결합하여 손에 쥐기 편한 그립감으로 제작하였으며 스티커 대신

띠지를 끼우는 방식으로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여 환경을 생각하였습니다. 



서 약 서

 ○ - 참가한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또는 저작권/디자인권/상표가 있는 것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
항을 위반시 참가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이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 도용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입상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상금 또는 상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상작은 이후 타 공모전에 전체작품 또는 일부를 출품할 수 없으며, 이미 다른 공모전에서 제출한 작품 
또한 수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수 응모도 가능하나, 수상작 선정은 1인 1작품으로 제한합니다.

 ○ 공모전 시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사 부담입니다.

 ○ 제출하신 작품의 소유권, 저작재산권, 디자인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출품한 작품은 수정 또는 변형 사용될 수 있으며 수상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심사결과 당선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종류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확인사항을 인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 동의서는 공모전 응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비동의 시, 응모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공모 내용에 대한 개인 및 단체 식별과 공모전 신청 요건심사, 평가 후 평가결과 알림 및 수상자 선정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단체명, 대표자명 등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달성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및 삭제요청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거부할 경우 공모건에 
대한 식별 불가로 인해 공모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5. 문의 및 제출처

- 에코후레쉬 : eco_ask@jnkscien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