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가 함께하는 울산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현대자동차

장애인의 날 기념

우리는 친구!

2021 장애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H♥Friend
다음 세대를 사람답게 키우는 일에 대한 투자
울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의미있는 나눔교육
그 나눔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선물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2021 장애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우리는 친구!
H♥Friend

울산광역시 어린이(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인식개선 그림을 그려보자.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상도 받고
장애인 친구에게는 내 이름으로 휠체어도 선물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니겠어!

1

사업목적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눈높이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체감교육으로 사회통합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하는 나눔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2

사업개요

[1단계] 장애인식개선 교육자료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생각 심기!
[2단계]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3단계] 공모전 참여소감을 간단하게 사진과 함께 남기고 후기선물도 받자!
[4단계]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전시도 하고,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선물까지 할 수 있다니!



공모전 참여신청하고
그림키트 배송받기



인식개선교육을 듣고
의미있는 그림 그리기



정성껏 그린 그림을
방문 or 우편 제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전시회 & 휠체어 선물하기

★ point1! 공모전 우수작 시상 및 작품 전시 →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활용·홍보
★ point2! 공모전 우수작 수상자 이름으로 장애인 친구에게 휠체어 선물!
★ point3! 공모전 참여신청만해도 선물이! 후기 인증시 기프티콘 증정
(선착순600명에 한함)

3

공모요강

□ 공모대상 : 울산시 관내 초‧중‧고등학생
□ 공모주제 : 장애인식개선의 내용을 담은 그림 (순수창작물)
□ 공모기한 : 2021년 4월 30일(금)까지
□ 작품규격 : 초등학생 – 8절지, 중‧고등학생 – 5절지
□ 공모내용 :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양합니다.
장애인♥비장애인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친구입니다.
장애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등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내용
□ 시상내역 : 초등 50% , 중‧고등 50% 선정 예정 [출품수준에 따라 선정비율 달라질 수 있음]
부 문

시상/인원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초등부

우수상/4명

시상내역
울산광역시장상

상장 및 문화상품권30만원

울산광역시교육감상

상장 및 문화상품권20만원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특선/4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장상

입선/10명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중고등부

우수상/4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만원
울산광역시장상

상장 및 문화상품권30만원

울산광역시교육감상

상장 및 문화상품권20만원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장

상장 및 문화상품권10만원

특선/4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5만원
울산광역시제2장애인체육관장상

입선/10명

상장 및 문화상품권 1만원
※ 출품상황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울산시 중구 종가로 350, 제2장애인체육관)

★ 응모작에 사용되는 저작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홍보물제작 및 각종 행사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시 작품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수작품 전시회] 2021년 6월 10~19일, 중구문화의전당 (예정)
★ 우수작 선정자의 이름으로 지역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선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