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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0. 한국보육진흥원>

1. 응모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응모자격은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공공형어린이집 자격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집 부문으로 공모 시, 주제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입니다.

  [공모주제 예시]

  <어린이집 부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

  -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품질관리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

   ‧ 컨설팅, 교육 내용을 실제 업무에 적용・실천한 사례

   ‧ 보육교직원 지원(복리후생,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한 사례

   ‧ 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 사례

   ‧ 부모가 보다 쉽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를 활용한 사례 

3.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 보육교사 부문으로 공모 시, 주제는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우수사례'입니다.

  [공모주제 예시]

  <어린이집 부문>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 우수사례

  - 보육과정 운영 우수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

   ‧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을 어린이집에 적용한 사례

   ‧ 보육과정 운영 시 동료교사 간 협력 사례

4. 공공형어린이집 이용부모 자격으로 공모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 부문으로 공모 시, 주제는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수기'입니다.

  [공모주제 예시]

  <부모 부문> 공공형어린이집 이용수기

  -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던 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

    ※ (플러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공형어린이집 한 문장으로 칭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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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 부문에서 ‘(플러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공형어린이집 한 문장으로 칭찬하기! ’는 무엇인가요?

- 부모 부문으로 참여 시, 카드뉴스 공모와 함께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공공형어린이집 한 문장으로 

칭찬하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 접수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빈칸에 어린이집을 칭찬

하는 내용 3가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한 문장 칭찬에 대한 설명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설명은 공백 포함 200자 이내)

  ※ 예시) 공공형어린이집은 ① 안전한 환경, ② 좋은 선생님, ③ 투명한 운영 때문에 좋아요C

6. 오프라인 접수도 받나요?

- 오프라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공모전 접수폼(www.공공형어린이집공모전.com)을 이용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공모전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공공형어린이집 공모전 운영 사무국 Tel. 02-6395-3127 (평일 09:00~18:00)

  위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카드뉴스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 카드뉴스는 파워포인트, 그림판, 포토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 템플릿 만드는 법

     https://blog.naver.com/sms4818/222527064093

   2. 파워포인트로 만든 카드뉴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법

     https://blog.naver.com/sms4818/222527082493

9. 카드뉴스는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나요?

- 작품 접수는 접수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카드뉴스는 6장 이상 10장 이내로 제작되어야하므로, 총 10개 이내의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접수 시에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통해 이미지 파일(jpg, png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여러 

장의 카드 뉴스를 각각 업로드하지 않고 한 장으로 길게 이어 붙여 최종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해야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뉴스를 하나의 파일로 길게 이어붙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ms4818/22253566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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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한 이미지나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확인해야하나요?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료 제공 폰트, 이미지인 경우에도 반드시 이용 범위 확인 필요합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이용 범위 위반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입상 이후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 취소 후 상장 및 지급된 상금 또는 상품 등을 환수 조치합니다.

- 또한 카드뉴스에 인물 사진이 포함된 경우, 추후 수상작에 한해 초상권 동의서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이미지, 폰트 등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스는 어디서 다운로드 할 수 있나요?

-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공유마당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한 음원, 영상, 폰트,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 소스별로 이용 범위 반드시 확인

- 이용 범위는 각 이미지별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며, 라이선스에 따른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