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대상 : 대구₩경북에 거주 어린이(6세~초등학생)

제42회

참가비(출품료, 상장대금, 전시료 등) 일체 없음

｜제목(주제) : 다음 제목(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림을 제작해 주세요.
•행복한 우리가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요

•우리지역의 호국영웅

｜참가 종목 : 수채화, 크레파스화, 수묵화, 판화, 포스터, 모자이크화 중 선택
｜참가 영역 : 지정된 제목에 해당하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아동화
(벽면 부착 가능한 작품으로, 재료와 표현기법은 자유)

｜도화지 배부 및 작품 접수 : 1인당 1점 출품(1점 이상 출품시 무효)
•온라인 배부 및 현장 접수기간 : 2021.3.17(수) ~4.16(금)
이수민「마스크 속 벚꽃 가족사진」

대구백화점(www.debec.co.kr)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받아 개별 도화지 뒷면에 부착
[8절 도화지(380×260mm)] 유치부/저학년(1~3학년)
※도화지는 지정된 사이즈 사용
[4절 도화지(530×380mm)] 고학년(4~6학년)

제41회

•그림 접수：방문접수
대백문화센터 안내데스크(프라자점 12층) ☎053)420.8015
대구백화점 본점 안내데스크(본점 1층) ☎053)429.9911
▶접수 확인시 대백멤버십 포인트 1,000점 적립 및 기념품 증정
※대백 멤버십 및 대구백화점 APP 가입 필수
이건희「깨끗한 이 만들기」

｜실기검증대회 : 4.25(일) ✽본상수상 후보자에 한해 개별 통보
｜심사발표 : 4.28(수) 오전 11:00 ~
•대구백화점(www.debec.co.kr) 또는 대구백화점 APP
｜시상식
•일시 : 5.4(화) 오후 6:00 ~
•장소 : 프라자점 10층 프라임홀
•시상내역
상별 구분
대

수상 내역

상

전체 1명

(대구광역시 교육감상 또는 경상북도 교육감상)

금

상

(대구지방보훈청장상)

은

상

(대구예총회장상 또는 경상북도예총회장상)

동

상

(대구미술협회장상)

시

상

품

상장, 大賞메달, 부상-대백상품권 100만원

학년별 1명(7명)

상장, 금메달,

부상-대백상품권 20만원

학년별 2명(14명)

상장, 은메달,

부상-대백상품권 15만원

학년별 2명(14명)

상장, 동메달,

부상-대백상품권 10만원

특

선

000여명

상장,

부상-문구세트

입

선

000여명

상장,

부상-문구세트

참가상

참가자 전원

단체상

3개교

(대구광역시교육감상, 경상북도 교육감상)

지도자상

2명

방문 접수시 스케치북 증정
트로피,

부상-학교발전기금

상패,

부상-어린이 동화책 전집

※ 단체 및 지도자상은 연속 3회 이상 수상 시 차점단체에게 수여됩니다.
장애어린이들의 작품은 별도 구별하여 심사됩니다. (도화지 뒷면 기재란에 적어주세요)

｜입상작 전시 일정
•기간 및 장소 : 5.4(화) ~ 5.9(일) [6일간], 대백프라자 12층 갤러리
•내용 : 특선 이상 수상작
｜기타：상장 및 시상품 전시기간 中 개별 수령

※어른들의 지나친 간섭이나 가필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하오니 창조적이고 순수한 어린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사문의 : 문화사업팀 ☎053)420.8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