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가기                        
출품 마감일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COVID-19 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일상’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카스(CASS)는 변화된 일상과 관련, 지역민들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COVID-19,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가기>라는 주제의  창작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민의 창의성 발휘를 장려하고,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고자 합니다.

작품 제작

선택한 주제를 기반으로 작품 

만들기: 그림(페인팅, 드로잉), 

콜라주, 사진, 비디오를 포함한 

비주얼 작품

•비디오 클립 길이 : 
   30 - 60초 사이

•사진 파일 형식:
  JPEG파일로 제출

•그림, 콜라주 등 비주얼 작품 
크기 : 210mm × 297mm 
(A4) - 420mm × 594mm 
(A2) 사이

작품 요약 설명

작품관련 간단한 

설명을 자신이 

편한 언어로 소개 

(최대 20 단어).

참고: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각  

출품작마다 각각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선호) 제공 요망.

카카오톡 (한국어)  
CASSKoreanTeam

한국어 / 영어

장선아 (Sarah Chang)
0411 572 267

유의 사항
•참가자가 공모작품을 제출하는 것은 CASS가 이 출품작을 발표하고 포스팅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CASS는 투표를 진행할 8개의 작품 선정 및 최종 수상작의 투표수 산정 등과 관련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상 여부는 수상작에 한해 통지됩니다. 
• 상품은 교환될 수 없습니다.

본 공모전은 호주에 거주하는 어린이부터

(12세 미만은 부모/보호자의 동의 필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가 가능. 카스 

직원 및 이사진은 참가할 수 없음.

문의카스가 8개의 후보 작품을 선정, 온라인에 

포스팅한 후 일반대중이 이 작품들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가장 많은

표를 받은 3 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 되며, 각각  $200 의 상품

권이 수여됨.

WhatsApp (영어) 
0419 696 425

이메일
info@casscare.org.au

주제 선정

일 / 학업이 ‘새로운 일상’
으로 변환되는 내용  

가정에 머무르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들  

COVID-19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  

인류가 COVID-19을 겪으며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온라인으로 출품작 제출

공모전 참가방법

참가 자격 수상작 선정 및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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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각 수상작 

200불

상품권

창작 공모전



 

“COVID-19,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가기” 창작 공모전 

 

COVID-19 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을 위해 손을 

자주 씻으며, 온라인을 통한 커뮤티케이션에 적응하며, 건강과 면역체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일상”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카스(CASS)는 지역민들이 이와 

관련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COVID-19, 새로운 일상에서 살아가기” 제하 창작 공모전을 

개최, 창의성 발휘를 장려하고, 또 그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모전 참가방법 

스텝 1 : 아래 내용중 관심 있는 주제 선택 

• 일 / 학업이 “새로운 일상”으로 변환되는 내용 (예 : 온라인 사용이 많아졌으며, 재택근무 

보편화) 

• 가정에 머무르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하는 일들 (예 : 댄스, 노래, 요리 동영상 

만들기 등) 

• COVID-19 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예 :  인사법의 변화, 줄서서 차례 기다리기의 일상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와 장갑 착용 권유 등) 

• COVID-19 감염을 막기 위해 해야하는 일들 (예 : 자주 만지는 물건들 표면 청소 및 소독, 

증상이 가벼워도 테스트 받기, 몸이 아플 때는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피하기 등) 

• 인류가 COVID-19 을 겪으며 얻을 수 있는 교훈들 (예 :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막대한 실업 등) 

 

스텝 2 : 선택한 주제를 기반으로 작품 만들기. 그림(페인팅, 드로잉), 콜라주, 사진, 비디오를 포함한 

비주얼 작품 

• 비디오 클립 길이 : 30 - 60 초 사이 

• 사진 파일 형식: JPEG 파일로 제출 

• 그림, 콜라주 등 비주얼 작품 크기 : 210mm × 297mm (A4) - 420mm × 594mm (A2) 사이 

 

스텝 3 : 작품관련 간단한 설명을 자신이 편한 언어로 소개 (최대 20 단어). 

 

스텝 4 : 온라인으로 출품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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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출품작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각  출품작마다 각각 이름,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선호) 제공 

요망. 

 

참가 자격 

본 공모전은 호주에 거주하는 어린이부터(12 세 미만은 부모/보호자의 동의 필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가 가능. 카스 직원 및 이사진은 참가할 수 없음. 

 

수상작 선정 및 상품 

 카스가 8개의 후보 작품을 선정, 온라인에 포스팅한 후  일반대중이 이 작품들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 가장 많은 표를 받은 3 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며, 각각 $ 200 의 상품권이 수여됨. 

 

공모전 마감 

출품  마감일 - 2020 년 11 월 6 일 금요일 (오후 5 시) 

 

제출 방법 

카카오톡 (한국어) : CASSKoreanTeam 

WhatsApp (영어) : 0419 696 425 

이메일 : info@casscare.org.au 

 

문의 : Sarah Chang 0411 572 267 (영어 / 한국어) 

 

유의 사항 

• 참가자가 공모작품을 제출하는 것은 CASS 가 이 출품작을 발표하고 포스팅할 권리가 있음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 상품은 교환될 수 없습니다.  

• CASS 는 투표를 진행할 8 개의 작품 선정 및 최종 수상작의 투표수 산정 등과 관련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수상 여부는 수상작에 한해 통지됩니다.  

mailto:info@casscare.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