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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 가이드라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150 종이 넘는 바닷새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다새들은 주로 해안에서 떨어진 바다에서 살고 적도를 넘나드는 긴 

이동 경로로 비행하기 때문에 바닷새의 삶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이동중 바닷새들은 의도치 않게 부가 어획물로 잡히는 사고, 남획, 오염, 침입

종, 그리고 서식지 손실과 같은 다양한 위험요소들로 인해 멸종의 위기를 마주하

고 있습니다. 바닷새와 바닷새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와 바다새 워킹그룹 (Seabird Working Group)은 2022

년을 “제비갈매기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제비갈매기의 해”를 맞이하여 사진 공모전을 열어 바닷새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류관찰자와 사진가들이 바닷새 중에서도 특히 제비갈매기라는 종의 아

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1. 자격 요건 

⚫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은 나이, 성별, 거주지 및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한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 모든 출품작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의 국가에서 찍힌 사진에 

국한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 포함),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

마, 뉴질랜드, 북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극동지역, 싱가포르, 대

한민국, 태국, 동티모르, 미국 알래스카 및 베트남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내의 국가에 해당됩니다. 

 

2. 대회기간 

⚫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은 2022년 5월 14일 (토)에 시작하여 2022년 

9월 17일 (토) 오후 11:59분 (한국 표준 시간)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https://www.eaaflyway.net/seabird-working-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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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방법 

1) 모든 참가작은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 웹페이지

(https://woobox.com/dsmyac)에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출품이 인정됩니다. 

2) 출품작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9월 17일 기간 내에 촬영된 사진에 

국한합니다. 

3) 본 공모전에는 2가지 참가부문이 있으며, 참가자는 모든 참가부문을 합하

여 1인당 최대 3 작품을 응모 가능합니다. 만약 참가자가 참가부문 1번에 

1장의 사진을 제출했다면, 참가부문 2번에 최대 2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참가부문에 따라 필요 조건과 심사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문서 3페이지의 「출품부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각 참가작 제출시 필요 정보 

i. 사진 촬영 날짜 

ii. 장소명과 GPS 좌표 

iii. 참가작 사진 내 조류의 종 

iv. 새의 다리에 달린 가락지 정보 

5) 모든 출품작들은 반드시 JPEG 형식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가 5MB 넘지 않

아야 합니다. 또한 파일명을 사진가 성함_MMDD (제출 날짜)로 바꿔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홍길동_0706 

6) 기본적인 편집 (예시: 자르기, 적당한 노출 조정, 밸런스, 선명도, 색감 및 

대조 등) 이 외의 과도한 포토샵이나 편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7) 서명, 로고 및 워터마크 표식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질문 사항은 yearoftheterns@gmail.com으로 문의바랍니다. 

9) 본 공모전을 홍보하거나 공모전 웹페이지를 통한 투표를 홍보하실 때에는 

#제비갈매기의해 또는 #YearofTerns 해시태그를 사용해주십시오. 

4. 심사기준 

https://woobox.com/dsmyac
mailto:yearofthetern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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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단은 구성요소, 창의성, 독창성, 주제에 대한 대표성, 보존 메시지 

및 전반적인 감상을 기반으로 출품작품을 심사합니다. 

⚫ 심사위원단은 수상작 선정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수상 결과는 최종 결정이며, 대회 결과는 항소 혹은 협상을 통해 번복되지 

않습니다. 

⚫ 수상자들은 EAAFP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수상자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통

보됩니다. 

 

5. 출품 부문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은 총 2부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참가자는 두 부문의 

출품작 개수를 합하여 최대 3작품까지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제1 부문. 제비갈매기 종 최우수작 

⚫ 각 참가자는 한 종 당 1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종

으로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총 출품작 3장 내). 

⚫ 각 참가자는 작품에 대한 100 단어 내의 영문설명을 작품과 함께 제출해

야 합니다. (예시: 제비갈매기 종이 직면하는 위협, 제비갈매기 보존 노력에 

관한 메시지 등)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내 촬영된 제비갈매기 종의 사진들은 모두 

출품 가능합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주기적으로 관찰되는 

27 종의 주요 제비갈매기 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27종의 주요 제비갈매기 중 국문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종은 대한민

국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영문 명칭만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 알류샨제비갈매기/Aleutian Tern  

- 남극제비갈매기/Antarctic Tern  

- 북극제비갈매기/Arctic Tern  

- Australian gull-billed tern/오스트레일리아 도요목 제미갈매기과의 

조류 

- Black-bellied Tern   

- Black-fronted Tern   

- Black-naped Tern   

- Black Noddy/블랙노디   

- Bridled Tern/에위니아제비갈매기   

- Brown Noddy/검정제비갈매기   

- Caspian Tern/붉은부리큰제비갈매기  

- Common Gull-billed Tern   

- Common Tern/제비갈매기   

- Common White Tern   

- Chinese Crested Tern/뿔제비갈매기   

- Greater Crested Tern/큰제비갈매기   

- Lesser Crested Tern   

- Lesser Noddy/레서노디   

- Fairy Tern/페어리턴   

- Grey-backed Tern   

- Little Tern/쇠제비갈매기   

- River Tern/리버턴   

- Roseate Tern/긴꼬리제비갈매기   

- Sooty Tern/검은등제비갈매기   

- Whiskered Tern/구레나룻제비갈맥ㅣ   

- White-fronted Tern   

- White-winged Tern/흰죽지제비갈매기 

 

위에서 언급한 제비갈매기의 포괄적인 목록은 EAAFP 웹사이트에서 종, 통칭, 

IUCN 멸종 위기 등급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aaflyway.net/year-of-the-terns-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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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부문. 최고의 보존 메시지를 담은 작품 

참가자들은 200 단어 내의 영어 메시지와 제비갈매기 사진을 함께 제출합니다. 

바다새와 해양 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보존 노력 및 해양 생태계에서 

바다새와 다른 생물들 사이의 관계 등과 같이 각 사진과 그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발합니다. 

 

3) 최다 득표 작품 (모든 부문에 출품된 사진들을 대상)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대회 웹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출품작의 

참가자가 우승자가 됩니다. 

*SNS 의 ‘좋아요’는 유효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모전 

웹페이지(https://woobox.com/dsmyac)상의 투표만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6. 상품 

⚫ 제 1 부문. 제비갈매기 최우수작 – 스와로브스키 CL 컴패니언 쌍안경 

⚫ 제 2 부문. 최고의 보존 메시지를 담은 작품 – 태국 아티스트 Ayuwat 

Jearwattanakanok 의 예술 작품 

⚫ 최다 득표작 - Seabirds The New Identification Guide 

 

*수상작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주관 사진전 전시, 

캘린더 제작, 인천공항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온·오프라인 매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https://woobox.com/dsmy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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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약관 

⚫ 참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원본 파일(사진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다른 

대회에 출품한 적이 있거나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공식적으로 전시가 

된 적이 있는 작품은 응모 불가합니다. 

⚫ 본 공모전에 참가함으로써 응모자는 출품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응모한 사진을 디지털 또는 인쇄 형식으로 배포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는 제출된 사진의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공모전의 주최자 및 스폰서, 광고 및 광고회사, 또는 

임원, 이사, 종업원, 주주, 대표자 및 대리인은 제출 웹사이트를 

사용하거나 대회를 위해 사진을 얻는 과정 중 발생하는 응모 사이트 접근 

및 사용, 공모전에 대한 사진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앞서 말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상품성, 목적 또는 사용에 대한 적합성 또는 비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 대회 주최자는 응모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필요에 따라 대회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 공동 주최자 및 

심사위원단은 제출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파일 손상, 분실, 지연 또는 

불완전한 출품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작품을 본 대회에 제출함으로써 위 모든 조항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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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용 및 배포 권한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다음의 

이용에 대하여 비독점적 권리와 로열티 없는 이용 허락을 무기한으로 효과적으로 

주는 것으로 합니다. 

⚫ 출품작을 대회 주최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EAAFP)의 

미디어 및 출판물에 게재하는 것.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을 온라인 

형식과 신문, 브로슈어, 잡지, 달력, 모금활동, 공익광고, 보조금 지원서, 

보고서, 상, 전시, 이메일 그리고 이벤트 초대장 등의 인쇄물 등) 

⚫ 소셜 미디어, 인쇄물 및 디지털 출판물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수국의 

제비갈매기의 해 사진 공모전에 관련해 응모자의 이름과, 응모자가 제공한 

각 출품작의 촬영 장소 정보를 사용하는 것. 

⚫ 사진을 물새 보호 활동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사진 파일을 

보관하는 것. 이와 같은 비독점적인 권리와 로열티 없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라이센스를 공모전 주최자에게 허락하는 조건으로, 향후 모든 

응모 사진의 사용에는 응모자의 성명을 알고 있는 경우, 「© 이름」의 

캡션을 넣어야 한다. 

 

사진 촬영 윤리 가이드라인 

⚫ 촬영 대상이 되는 조류에의 영향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자는 조류가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특히 번식기에 조류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주십시오. 

⚫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플레이백(음성 유인)을 사용하거나, 쫓아가거나, 

먹이로 유인하는 등 촬영 대상의 새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새를 날리려는 의도로 새에 접근하는 행위는 삼가주십시오. 

⚫ 촬영자는, 촬영 현장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촬영 중에 시설이나 

소유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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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에 관한 약관 

⚫ 본 대회를 참가함으로써 참가자는 대회 주최자가 대회의 목적으로 

참가자가 제공하는 개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동의 및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는 오직 본 공모전의 개최를 위해서 수집됩니다. 예를 들어, 결과 

통보, 공모전 기간 중 및 이후에 캠페인 및 지역 이벤트 홍보, 참가자의 

공모전 정보 제공 및 응모, 우승작 발표, 공모전 피드백 설문지 발송 및 

경품 전달, e-뉴스레터 발송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 성함, 거주 국가, 이메일 계정, 웹사이트 및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호: 당사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가 대회의 범위 밖에서 무단 

사용되거나 액세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계약업체로 

제한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의 지침에 따라 귀하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며, 비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데이터 보존: 참가자의 개인 정보는 사진 

공모전의 참여 목적 외에 법적 및 재정상 의무를 준수하여 필요 이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유 기간은 1 년입니다. 

 
 

본 대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yearoftheterns@gmail.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mailto:yearofthetern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