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원 VLOG 콘테스트] 

 

하이원 리조트를 주제로 한 여행 브이로그라면 뭐든지 OK 

자신의 스타일대로 찍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 OK! 

단! 하늘길, HAO프로그램, 카라반 캠핑, 운암정 놀이마당을 메인 스팟을 노출하면 가산점 up! 

 

 접수기간 : 2020년 7월 06일(월) ~ 08월 31일(월) 23:59까지 

 참가자격 : 누구나 가능 

 주제 : 하이원 리조트에서 촬영한 여행 브이로그 영상 

 상품 : 총 13명 선정 

- 1등 아이패드pro 11형 128GB(wi-fi) (1명) 

- 2등 에어팟프로3+애플케어 서비스(2명) 

- 3등 BHC 순살맵스터 + 콜라 1.2l 기프티콘(10명) 

※ 1등~2등 경품 당첨자 제세공과금 22% 본인 부담입니다. 

 분량 : 자유 

 파일형태 : mp4 

 영상크기(해상도) : 1920 X 1080 FHD 

 준수사항 

- 개인영업점은 상호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노출하지 않아야 함. / 하이원 리조트 내 영업점

은 상호 노출 가능 

- 편집, 자막, BGM 작업을 마친 브이로그 형태의 완성본 제출 준수. 

- 1인 다작 접수 가능하나 복수 선정 미허용. 

- 하늘길, HAO 프로그램, 카라반 캠핑, 운암정 놀이마당 메인 스팟을 노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정 작품 수가 변동되거나 없을 수 있음. 

- 비속어, 욕설, 성차별, 인종차별 등 사회적 기준에 어긋나거나 특정업체 및 특정상품의  



홍보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 정보 유포, 저작권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되

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 시, 응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선정된 작품은 창작자와 하이원리조트가 공동저작권을 가지며 하이원 리조트 홍보 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접수된 작품의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된 작품 중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창작자 동의 하에 편집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지급하며 선정 이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방법 : 본인 유튜브 계정에 응모작 업로드 후 파일 이메일 제출 

 유튜브 게시물 제목 : “영상작품제목”_2020하이원 여행 브이로그 콘테스트 

 제출물 : 영상파일 및 첨부파일의 서식 (참가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약서) 

* 제출 이메일 : sujeong@socialring.co.kr ,  dajeong91@high1.com  

(기재된 메일 주소 2곳으로 동시 제출 필수) 

선정작 발표 : 2020년 09월 4일(금) 개별연락 및 하이원 블로그 게시 

 문의 :  sujeong@socialring.co.kr / 033-59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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