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1527호

제11회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공고

자원재활용의 필요성과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제11회 

자원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본 공모전에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27일

부산광역시장

▢ 공모개요

❍ 공모부문 : 제11회 자원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단체 및 대량 배출원 부분  : 폐기물 감축 방안, 분리배출 방안, 재활용 방안 등

▻ 일반인 부분 : 자원순환 우수 아이디어 및 정책홍보 방안(자유주제)

❍ 지원신청서(구글 신청서) 접수 : 2021. 5. 28(금) ~ 8. 14(토) 18:00까지

❍ 출품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로 출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부산광역시 북구 구남언덕로 5, 3층 (구포동, 청운빌딩) (사)환경수호운동연합회(46648)

▻ TEL : 051-231-4646

▻ E-mail : kkkkk0027@daum.net

▻ www.envnews.com(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결과발표 : 2021. 8. 20(금) 예정 ▻ 부산광역시 및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홈페이지

□ 시상 내용

시상대상 단체 및 대량 배출원 일반인

시상부문 우수 아이디어 부문 등 우수 아이디어 및 정책홍보

대상(부산광역시장상) 100만원(1)

금상(부산광역시장상) 75만원(2) 50만원(3)

은상(연합회장특별상) 50만원(2) 20만원(5)

   ※수상자의 저작권 및 아이디어는 본행사 주최측에 귀속됩니다.

 



□ 유의사항

○ 공모 일정 등은 부산광역시가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제안자가 수상작 디자인에 대해 상장․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산광역시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며,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지급한 것으로 봄.

○ 출품작에 응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될 경우 접수할 

수 없으며,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에서 제외됨.

○ 수상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다음의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됨.

- 국내외 공모전에 수상한 경우

- 모방 및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입상작으로 결정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추후 이의신청 및 표절 시비 발생 

시 심사위원 소집 후 회의 결과에 따라 입상작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상금은 반환하여야 함.

○ 수상작은 주최(주관)측에 귀속되며, 자원재활용 관련 시책 홍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출품작 반환은 수상작 발표일로부터 2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작품은 부산광역시에서 임의 처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