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토스퀘어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 후 방문 및 우편 접수 부탁 드립니다.

- 전시할 이미지 확인을 위해서 신청서 접수확인 후 당사 담당자가 개별 연락 드립니다.

[심사] 

신청 후 당사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기준설명: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작품 혹은 제목에 대하여는 심사에서 불합격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당사 기준에 따라 내용을 심사하겠습니다. 

· 내용제목이 사회 통념에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

· 폭력적, 차별적, 불법적인 내용이나 오해를 초래 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

· 기타의 브랜드 상표, 로고, 기타의 지적 재산이 촬영된 경우

· 응모사진은 신청하신 분, 본인이 촬영하고 저작권도 본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 핀트, 손 떨림이 큰 것, 과도한 노출 과부족 또한 과도한 피부 노출이 있는 것 등

· 감상 작품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작품

[심사결과]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전시 기간 및 전시준비] 

· 전시준비는 당사에서 실시하며, 전시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입니다.

[전시물 저작권 관련] 

· 본 포토스퀘어에 신청한 신청자는 제3자가 가진 저작권, 상표권, 기타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악용 또는 방해하지 않았고 누구의 프라이버시권이나 초상

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저작권 법에 위반되는 작품은 게시 할 수 없으며, 저작권 권리에 침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진 사용의 범위] 

· 전시 및 전시종료 후 포토스퀘어Book에 보관되어 포토스퀘어 안내 및 열람용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 

· 전시장소: 니콘이미징코리아 고객지원센터 쇼룸

· 당사에서 액자전용 패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참 패널 물량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시 매수 및 사이즈는 10매, 10 X 15 (25.4 X 38.1)입니다.

· 대지는 흰색이며  안치수는 약 450mm×약 450mm 입니다.

· 사진전 제목용으로 A4사이즈의 안내판에(고객 이름, 프로필 등) 내용을 고지합니다.`

※ 전시작품에 제목 패널은 저희 쪽 에서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고객 지참패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기입란 
<전시장 공지 정보란> 

■ 포토스퀘어신청서 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당사에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회사정보] (우)0619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4층  니콘이미징코리아  TEL:080-800-6600  FAX:02-6288-1802 

니콘이미징코리아 포토스퀘어 신청서 

별지"이용 규약"과 아래에 관해서 확인 하신 후에 신청 부탁 드립니다. 

[신청일] 

 1월~2월: 4월~6월전시분/ 4월~5월:7월~9월전시분/ 7월~8월:10월~12월전시분/ 10월~11월: 1월~3월전시분

[신청방법] 

□ 이용규약 및 신청서 내용에 대해 충분이 숙지하였고 동의합니다.  신청자:______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________ 

당사 사용 란 

접수 사전확인 전시 

작품 명 

게시자 이름 

촬영 기자재정보 BODY LENS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TEL:080-800-6600
TEL:080-800-6600
TEL:080-800-6600
TEL:080-800-6600
TEL:080-800-6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