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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관련 변경 사항 안내 협조 요청
1. 관련
가. 2019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 안내(진로교육정책과-3283, 2018.10.26)
나.「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안내 협조 요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진로개발센터-421, 2019.5.8)
다.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 안내 협조 요청(진로교육정책과-1714, 2019.5.28)
2. 우리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청소년들이 진로와 관련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진로탄력성 프로그램(진로탄탄) '을
개발 · 보급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학생 및 교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나. 공모주제 : '학생 진로탄력성 '의 취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콘텐츠(캐릭터, 웹툰,
영상, 음악부문)
다. 응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초 · 중 · 고 학생, 청소년, 대학생, 교원, 학부모,
일반인 등)
라. 접수기간 : (변경전) '19.5.7. (화) ~ 6.30. (일) 24:00 → (변경후) '19.5.7. (화) ~
8.31. (토) 24 :00
마. 접수방법 : 공모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해당 파일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전자우편(seul bi @nypi . re.kr ) 으로 제출
바. 출품규격
공모
부문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캐릭터

변경사항 없음

웹툰

변경사항 없음

영상

변경사항 없음

음악

악보는 가사와 멜로디가 모두 표기된 형태로
제출(PDF , JPG , T I FF)

삭 제

사. 시상내용 : 최우수상 4명(부문별 각1명, 300만원) , 우수상 4명(부문별 각1명,
150만원) , 장려상 8명(부문별 각2명, 50만원) 등
※ 수상 인원 및 상금은 변동될 수 있음

아. 수상작 발표 : (변경전) ' 19.7.31. (수) → (변경후) ' 19.10.8. (화)
자. 세부사항 : 붙임 안내문 참고
차. 문 의 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진로개발센터(☎044-415-2251)
붙임 1. 학생 진로탄력성 콘텐츠 공모전 안내문 1부
2. (캐릭터, 웹툰 부문) 공모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3. (영상, 음악 부문) 공모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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