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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금)

국립과천과학관(어울림홀) 

 인터넷드림2018

주최

후원

주관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인터넷세상] 홈페이지 참고

www.아인세.kr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그대와 나,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사이버폭력 예방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유 주제

2018. 06. 01.(금) ~ 08. 10.(금)

창작부문
 작사, 작곡한 순수 창작곡으로 가창

특별부문(노랫말부문)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음원에 작사한 곡으로 가창 

작사/작곡
 작사·작곡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 

가창
 유초등부(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청소년부(만12세 ~ 24세 청소년)

※ 국내 초·중·고 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누구나 참가 가능

책이나 음반 등 어디에도 발표하지 않은 순수 창작 가사와 곡
※ 장르제한 없음(유초등부는 동요에 한함)

악보와 가창 동영상 이메일 제출
 ainse2018@naver.com

※ 가창 동영상은 현장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노래녹음과 동영상이 편집된 것은 심사에서 제외함 

심사 - 2018. 08. 17.(금)

발표 - 2018. 08. 21.(화) 예정
※ 해당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접수된 악보, 가창 동영상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2018. 09. 14.(금) / 국립과천과학관(어울림홀) 

상금 총 2,460만원 / 총28팀

구분
시상대상

상장유형 시상(상금)
유초등부 청소년부

창작부문

대상 1개팀 1개팀 방송통신위원장상 각 200만원

최우수상 2개팀 2개팀 NIA 원장상 각 150만원

우수상 3개팀 3개팀 NIA 원장상 각 100만원

장려상 4개팀 4개팀 후원사상 각 60만원

특별부문
특별상 1개팀 1개팀 교육부장관상 각 100만원

아인세상 3개팀 3개팀 방송통신위원장상 각 30만원

※ 시상규모는 결선 경연 참여여부와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장은 참가팀 혹은 참가자 명의로 발급되며 상금은 대표자에게 지급

주제

공모 및 접수기간

참가부문 

참가자격

참가형식

참가방법

예선 심사 및 발표 

심사방법

본선대회

시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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