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회 만화왕국돗토리 국제만화콘테스트 응모요령

1. 모집작품
(1) 다음 3 부문을 모집하며, '히어로&히로인'을 테마로 한 작품이어야 함.
'1 컷만화 부문', '4 컷만화 부문', '연속만화 부문 (4~36 페이지 이내)'
（복수부문 응모 및 공동제작 작품 응모 가능）
(2) 미발표 오리지널 작품(동인지에 게재한 작품도 포함)에 한함.
2. 응모자격
(1) 프로, 아마추어 불문.
(2) 국적, 연령 제한 없음.
3. 응모기간
2016 년 4 월 25 일~ 2017 년 8 월 31 일까지(필착)
4. 응모처
일문: 〒680-8570 鳥取県鳥取市東町 1-220
鳥取県文化観光局まんが王国官房
영문: 〒680-8570
1-220 Higashi-Machi, Tottori city, Tottori Prefectural Government, Culture and
Tourism Bureau, Manga Kingdom Secretariat
※「응모표」를 반드시 첨부할 것.
5. 원고 규격 등
(1) 공통사항
① 대사 및 작품제목은 일본어 혹은 모국어로 할 것.
② 작품은 컬러, 흑백, 컬러･흑백 혼합 모두 가능.
③ 원고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넣을 것.
(2) 자필 원고일 경우
① 원고규격은 B4(257mmＸ364mm)또는 A4(210mmＸ297mm)로 함.
② 원고지의 양면을 모두 사용한 작품은 인정하지 않음.
③ 대사 및 작품제목은 연필로 알아보기 쉽게 정확히 기재할 것.
(3) 디지털 원고일 경우
데이터 형식은 jpg 형식, png 형식 중에 선택할 것.
※해상도는, 흑백일 경우는 600dpi 이상, 컬러일 경우는 350dpi 이상일 것.
6. 제출방법
(1) 종이 또는 디지털 자료를 1 부 제출할 것.
(2) 종이로 제출할 시, 원본과 같은 사이즈의 복사본을 제출할 것.
(3) 디지털 자료로 응모할 경우,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제출할 것.
① CD-R 또는 DVD-R 제출
② 이메일 제출
-단, 이메일 1통당 최대용량은 5MB를 넘지 않을 것.(데이터는 분할하여 응모가능)
-이메일 제목은 ‘Manga Contest Application’로 할 것
-이메일 제출 시 연락처 : manga-ko@pref.tottori.jp

7. 주의사항
(1) 입상작품은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음.(디지털 원고의 경우, psd 형식 또는
eps 형식 - 제목 및 대사 등의 텍스트 부분은 별도 레이어로 작성) 이때, 응모자가 희망
하는 경우에는 주최자는 책임을 지고 원본과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함.
(2) 응모작품은 제 3 자의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권리
를 침해하였다고 여겨지는 작품은 입상결정 후에도 입상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3) 응모작품에 관하여 제 3 자로부터 표절 및 불법복사 등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관한 청
구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음.
(4) 주최자는 응모작품의 우편발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5) 응모작품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됨.
단, 주최자는 응모작품을 '주최자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주최자가 위탁한 업자가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 '주최자가 주최하는 전람회 등에 전시', '인터넷 등 전자 미디어
에 공개', '주최자가 인정한 전람회 등에 공개', '간행물을 통한 공개심사' 함에 있어
무상으로 응모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가능하며, 작가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함.
(6) 응모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본사업에 관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7) 주최자가 지정한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이메일로 응모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응모자가 입게 되는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주최자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
8. 심사
만화가 및 만화연구가로 별도 조직한 '만화왕국돗토리 국제만화 콘테스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가 심사함(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심사를 행함).
9. 수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에 '최우수상'을, 그 외 우수작품
에 '우수상' 등을 아래와 같이 수여함.
(1) 최우수상
1 작품 : 상장, 상금 50 만엔
(2) 우수상
2 작품 : 상장, 상금 10 만엔
(3) 심사위원 특별상
3 작품 정도 : 상장, 상금 5 만엔
(4) U-15 상(대상:만 15 세 이하)
3 작품 정도 : 상장, 3 만엔 상당의 기념품
10. 입상작품 발표
2016 년 12 월 경
11. 수상식
2017 년 2 월 경 돗토리현내에서 개최됨.
수상식 일정에 맞추어 각 수상자를 돗토리현에 초청함.
12. 주최
돗토리현
13. 후원
외무성

제 5 회 만화왕국돗토리 국제만화콘테스트 응모표
【사무국 기입란】
접수번호：
접 수 일：

응모부문
※응모부문에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 컷만화 부문
4 컷만화 부문
연속만화 부문

작품제목

【작가】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국

적

이

름

주

소
전화번호

E-mail

전화・E-mail
생년월일
생년월일
직업

직
업
（학교명 및 학년）

학교명・학년
（

학년）

펜네임

【앙케이트】
어떤 매체를 통해 제 5 회 국제만화콘테스트의 정보를 얻었습니까?
□ 인터넷・홈페이지
□ 포스터・전단지
□ 그 외（

□ 학교

본인은 제 5 회 국제만화콘테스트 응모요령의 기재사항에 동의하여 본 작품을 응모합니다.
날 짜：

서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