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코리아보드게임즈 보드게임 공모전 

2023년 코리아보드게임즈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올해 공모전은 1차 온라인 심사와 2차 오프라인 

심사로 진행되며, 2차 오프라인 심사는 4월 중순에 응모자 대면 심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능 있는 작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참가 대상 

- 보드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창작자(작가당 응모작 수에 제한 없음) 

 

공모작 선정 기준 

- 순수 창작물 

- 복잡하지 않고 재미있는 게임 

- 규칙에 허점이 없고 균형이 잘 맞춰진 게임 

- 반복해서 할 만큼 매력적인 게임 

- 3 월 31 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되거나  

3 월 31 일자 소인이 있는 우편 접수된 응모작까지만 심사 대상 

  

공모전 상세 일정 

1차 심사: 온라인 & 우편 접수 

- 접수 기간: 2023년 3월 2일(목) ~ 3월 31일(금) 24:00까지 

- 접수 서류: 공모전 신청서, 게임 기획안(사진 포함), 규칙서 

- 심사 방법: 게임 기획안과 규칙서로 심사 

- 접수 이메일 주소  
game@koreaboardgames.com 

- 접수 우편 주소 
(413-8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요풍길 10, 코리아보드게임즈 공모전 담당자 앞  

 



1차 심사 발표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낮 12시  

코리아보드게임즈 공식 홈페이지(http://koreaboardgames.com), 

다이브다이스 커뮤니티(http://divedice.net), 

다이브다이스 쇼핑몰(http://divedice.com)을 통해 공지 

- 1차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와 개별 연락을 통해 2차 심사 일정 사전 예약 진행 

 

2차 심사 

1) 심사 개요 

- 날짜 및 시간과 장소: 추가 공지 예정 

- 심사 요건: 프로토타입 반드시 지참 및 제출 

※ 제출한 프로토타입은 최종 심사(4월 28일) 이후 반환할 예정입니다. 

- 심사 방법: 현장에서 심사 위원과 테스트 플레이 및 피드백 

- 심사 대기자를 위해 심사장과 구분된 별도의 대기 및 휴게 공간이 제공됩니다. 

(매일 오전 09:30~13:00, 오후 14:00~17:30 2회 개방)  

휴게 공간은 심사 대기자 외에도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이용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공모전 참가자 외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수작 발표 

- 날짜: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낮 12시  

코리아보드게임즈 공식 홈페이지(http://koreaboardgames.com),  

다이브다이스 커뮤니티(http://divedice.net) 

다이브다이스 쇼핑몰(http://divedice.com)을 통해 공지  

 

 

 

http://koreaboardgames.com/
http://divedice.net/
http://koreaboardgames.com/
http://divedice.net/


1) 우수작 OO명: 상금 100만 원(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심사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작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우수작은 코리아보드게임즈와 제품화 계약을 진행합니다. 

※ 지급된 상금은 계약 시 계약금으로 간주합니다. 

※ 국내 수상작은 법인세법 제 21 조, 소득세법 제 33 조에 의거하여 제세공과금을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2) 가작 OO명: 상금 50만 원(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제출 서류 및 요구 사항 

1차 심사 

- 게임 기획안은 A4 용지 1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이어야 하며 규칙서에는 분량 제한이 

없습니다. 

- 게임 기획안에는 게임 진행 모습이 담긴 1~2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완성된 

프로토타입이 없어 사진을 찍을 수 없을 때는 손으로 그린 그림이나, 게임 구성물이 

테이블에 놓인 게임 상황을 이미지로 재현해도 무방합니다. 

- 규칙서는 .pdf, .doc, .ppt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공모전 신청서는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접수할 경우, 자필 서명을 삽입한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자필 서명한 공모전 신청서를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해 

주세요. 

 

2차 심사 

- 테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 규정 

- 1 차 심사는 서류(게임 기획서, 규칙서) 심사로만 진행되며, 1 차 심사 선정작에 한해 2 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 1 차 심사의 개별 평가 내용은 따로 발표하거나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지 않습니다. 

 

※ 응모작을 1 차 심사할 때, 규칙서를 읽어도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규칙서를 통해 게임 규칙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합니다. 

규칙서를 완성하신 뒤에는 이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규칙서를 읽어보게 

한 뒤,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추가 규칙 

- 게임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작가에게 귀속됩니다.  

- 작가의 창작물이 아닌 참가작은 수상 자격이 박탈되거나 수상이 취소되고, 상금을 

회수합니다. 

-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접수된 기획안이나 프로토타입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출판할 수 

없습니다. 

-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접수된 작품 중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게임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합니다. 

- 코리아보드게임즈는 자사가 요청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