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HOCOS 2017
The 2nd Photo Contest of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

Detailed schedule
Dead line : ~August 31st,, 2017
Result announcement : September 30th, 2017
Exhibition period : November 8th ~ 11th, 2017 (Main building of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Vietnam)
Awards ceremony : November 11th, During the closing ceremony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UN(Ho Chi Minh City, Vietnam)

Eligibility
Students from members of the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SUN)
*Nonmembers of universities of SUN are eligible for application, but no 
additional other than certificate will be given.

Standard
File name : Name – Name of the work – Nationality 
Ex.) Hong Gil Dong – Photo – Korea.jpg
File size : Up to 10 MB or less
File extension : Digital photos in JPG format
*If a work is a selection of another contest or submitter does not have legal 
rights to the work, the works will be excluded from examination.

How to apply
Check on the announcement on the SUN website(www.sun-silkroadia.org) and 
submit your works along with the entry form.(One person can submit up to 5 
photos, but cannot duplicate prize.)

Prize & Privilege
<Common privilege> : Certificate of awards.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3rd 
General Assembly of SUN an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17 Ho Chi Minh 
City – Gyeongju Culture EXPO. 
(All the winning works will be exhibited on the digital exhibition of the 
homepage of the SUN and exhibition during the period of the 3rd general 
assembly of SUN at Vietnam.)
Grand prize(1) : Common privilege, accommodations, and a round-trip plane tickets to 
Vietnam.
Excellence award(2) : Common privilege, and accommodations. (Round-trip plane 
tickets must be paid on their own.)
Special selection(5) : Common privilege.(Round-trip plane tickets and 
accommodations must be paid on their own.)
Selection(10) : Common privilege.(Round-trip plane tickets and accommodations must 
be paid on their own.)

Hosted by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SUN) 
United Students of the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USSUN)

Sponsored by
Gyeongsangbukdo

Topic of Contest
April 1-August 31, 2017
Dead line

Contact :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 Office

2016 Grand Prize  
Charting a Course 
Benjamin Ong Jia Ming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Malaysia

+82-2-2173-3582
sunofficial0822@gmail.com 
www.sun-silkroadia.org

The Roads
A person, culture, history and scene on the Silk-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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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Grand Prize  
Charting a Course 
Benjamin Ong Jia Ming 
University of Malaya Kuala Lumpur, Malaysia

일정

응모마감 : ～2017년 8월 31일

심사결과 발표 : 2017년 9월 30일

전시 : 2017.11.8 – 11，（베트남 호치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본관）

시상식 : 2017. 11. 11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총회 폐막식 중 (베트남 호치민시)

응모자격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SUN) 회원 대학교 학생

※비회원대학교 소속 출품자의 경우 입상 및 상장 수여는 가능하나 부상은 

제공되지 않음. 

작품규격

파일명 : 이름–작품제목–국가명 Ex) Hong Gil Dong-Photo-Korea.jpg

파일 크기 : 최대 10MB 이하 

파일 확장자 : JPG 형태의 디지털 사진

(타 대회 선정작이거나 작품 제출자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 혹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작품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응모방법

홈페이지(www.sun-silkroadia.org)상에서 공고문 확인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작품 제출 (1인당 5점까지 출품 가능하나 중복 수상은 불가)

시상 및 특전 

공통특전：모든 수상자들에게 상장 수여 및 2017. 11. 8－12 기간 동안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진행되는 SUN총회 프로그램과 2017 호치민시-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막식 참가자격 부여.(모든 입상작은 베트남 총회 기간 중 전시회 및 

SUN 홈페이지의 디지털 전시장에 전시될 예정)

대상 1명 : 공통특전 및 베트남 왕복 항공권, 숙식 제공

우수상 2명 : 공통특전 및 베트남 행사 참가 시 숙식 제공 (왕복 항공권은 자비 부담)

특선 5명 : 공통특전 (베트남 행사 참가를 위한 제반 경비 자비 부담)

입선 10명 : 공통특전 (베트남 행사 참가를 위한 제반 경비 자비 부담)

주최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SUN)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대학생연합(USSUN)

후원

경상북도

사진 콘테스트 주제

PHOCOS 2017
The 2nd Photo Contest of Silk-road Universities Network
제2회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사진 콘테스트

2017. 8.31
출품 마감

문의 : 세계실크로드대학연맹 사무처

02-2173-3582
sunofficial0822@gmail.com 
www.sun-silkroa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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