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신청 

참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참가방법과  대회 규정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이후에는 부분 선택을 바꾸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전문 사진작가이며 라이카 오스카 바르낙 상 2018분야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전문 사진작가를 지망중인 만 25세 혹은 그 이하의 사진작가이며 신인상 

2018 분야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전문 사진작가 인증 

본인이 전문 사진작가임을 인증하신 후 아래의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한 항목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웹사이트 혹은 본인 소속사의 웹사이트 

100 

 

혹은: 

- 본인의 약력이나 출판경력(제목, 출간일자) 혹은 이전 전시경력 

(갤러리/박물관 이름, 일자/시간)  

450 

 

 

 



개인 정보 

항목을 선택하세요 

호칭                                                             

성*  

이름*  

이메일*  

국가 코드*전화번호*  

생년월일* 

날짜         

달     

년도        

국가* 

국가를선택해주세요                                      

 

 

사진 선택 

작품의 명칭 (최대 60자) 

60 

 
 

작품에 대한 영문 설명 

(심사위원에게만 제공되며 온라인 갤러리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최대 900자) 

900 

 
 

업로드되는 모든 디지털 이미지의 세로 길이는 1200 픽셀이어야 합니다.  

이미지의 가로 너비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웹상 공개를 위해 이미지는 반드시 RGB 색역을 사용하여 72dpi JPG 포맷으로 

저장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일 사이즈가 최대 3M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작품은 최소 10장 이상 최대 12장 이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01.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01에 대한 설명 (선택사항, 최대 100자 이내) 

100  

02.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02에 대한 설명 (선택사항, 최대 100자 이내) 

100  

03.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03에 대한 설명 (선택사항, 최대 100자 이내) 

100  

04. 

파일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이미지 04에 대한 설명 (선택사항, 최대 100자 이내) 

100  



작품은 최소 10장 이상 최대 12장 이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더 많은 이미지 추가하기 

본인은 대회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대회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성명을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데이터의 저장과 사용 

이후에도 신제품과 제안, 특가와 기타 라이카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보의 저장과 사용에 

관련된 본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보호 동의규정 읽기 

데이터 보호와 사용조건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본인은 동의 서약서를 숙지하였으며 

본인의 데이터의 저장과 사용에 동의합니다 * (필수 선택) 
 

하지만 전화를 통해 정보를 수신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수신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어느 때라도 라이카 카메라 AG, Am Leitz-Park 5, D-35578 Wetzlar에 

연락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