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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제12회 경기도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개최 알림

1. 관련: 기획운영부-261(2022. 9. 14.)호
2.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는 예술적 재능을 지닌 경기도 학생들에게 창작 및 작품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2회 경기도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
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 유튜브 홍보영상(https://youtu.be/dQFs7OsP4Eg)
가. 공모주제: 사진, 나만의 감성을 입히다 ☞ 본인의 일상 속 감성이 묻어나는 모든 순간
나. 공모자격: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다. 공모일정
1) 공모공고: 2022. 9. 23.(금) [센터 홈페이지 공지]
2) 접수기간: 2022. 9. 30.(금) 09:00 ~ 10. 13.(목) 18:00 (※홈페이지 서버시간 기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 공모요강 확인 후 접수
3) 작품심사: 2022. 10. 18.(화) ~ 10. 28.(금)
4) 결과발표: 2022. 11. 3.(목) 17:00 [센터 홈페이지 공지]
5) 시 상 식: 2022. 11. 24.(목)
6) 전 시 회
가) 대면 전시회(오프라인)
(1) 전시기간: 2022. 11. 24.(목) ~ 12. 30.(금) ※ 상황에 따라 전시기간 연장될 수 있음
(2) 전시장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1층 갤러리
※ 제7회 경기도 교직원 디지털 사진 공모전 수상작과 공동전시 예정
나) 비대면 전시회(온라인)
(1) 전시기간: 2022. 11. 14.(월) ~ 오픈런
(2) 전시장소: 센터 홈페이지 학생 사진 공모전 수상작 갤러리, Youtube
※ 상기 일정은 코로나 및 센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라. 시상내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상 및 부상 총 40명
마. 협조사항
1) 공모전 웹포스터 홈페이지 게시
2) 사진 동아리 체험활동부, 담임선생님께 배부 및 공람
바. 세부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제12회 경기도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 개최 알림 1부
2. 제12회 경기도 학생 디지털 사진 공모전 웹포스터 1부.

끝.

※ 본 공문은 전 기관에 직접 시행하여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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