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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  

YY MM DD

(1) 만8세 미만 (2) 만8세 ~ 만11세 (3) 만12세 ~ 만15세

연령 구분 작품 제목

자신이 그린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3줄로 요약해 주십시요.

참가자 성명
이름

성

이름

성

참가자 나이

나이 : 만                   세 생 년 월 일 :                                        /                     /  

참가자 성별
남자 여자

참가자의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있는 경우)

우편번호

국가명

상세주소

주소

국가번호                   전화번호

전화

휴대폰

팩스

동의서 참가자 본인과 참가자의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인은 제 16회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 참가규정 안내를 읽고 이해했습니다.
제 16회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미술 작품에 관련된 해당 참가 규정과 조건을
전적으로 준수 할 것을 아래에 서명 함으로써 동의합니다.

참가자 본인 서명 : 참가자의 부모님 또는 법적 보호자 서명 :

• 참가자의 법적 부모님이 서명해 주셔야 하고, 만일 한 부모만이 법적 권리가 있다면 권리가 있는 한 분만 서명하셔도 됩니다.
• 부모님 두분 다 서명할 수 없다면 법적 보호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서는 작품 뒤에 부착 또는 암호로 보호된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만약 중복으로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각 참가 신청은 신청서 및 동의서를 모두 다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참가기간 : 2022년 12월 02일 (금) ~ 2023년 1월 20일 (금)

참가접수 : 오프라인 접수 - 우편을 통해 원본 작품 뒤에 부착하여 접수 
              온라인 접수 - 이메일을 통해 암호로 보호된 스캔파일로 접수 (메일 발송 시 패스워드 본문에 명기)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3길 23 (우 : 06097) 제 16회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 운영사무국 담당자 앞

문의처 : 2023dreamcar@gmail.com     Tel / 02-412-9168     카카오채널 :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      

토요타 기입란 (참가자는 작성하지 마세요)

등록번호 (연령별)

등록날짜

Administration number 

연령 구분

국가명 & 회사명
각 회사가 기입

기입
(1)               (2)               (3)

  YY                                            MM                         DD
(                               /                    /                    )

The 16th Toyota Dream Car Art Contest 참가 신청 및 동의서
모든 정보가 기입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참가 신청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 16회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체크해 주세요.)

1. 토요타 전시장 □              2. 학교 □             3. 학원 □             4. 온라인 □             5. 토요타 앱 □    



1 온라인 접수 방법

2 촬영 시 주의사항

방법 1. 신청서 작성 후 사진촬영, 컴퓨터를 활용하여 압축프로그램을 실행해주세요.
방법 2. 사진 촬영 후 컴퓨터 활용, PDF 실행 후 드래그로 파일을 불러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이미지를 PDF로 변환해주세요.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해주세요.

작품과 함께 보호된 압축파일 또는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패스워드 메일 본문에 명기)

잘못된 촬영 예시

참가자를 알 수 있는 사진화면에 작품이 가득 차지 않은 사진 작품이 삐뚤어진 사진

토요타 드림 카 아트 콘테스트

카카오톡 실행하기 검색창에 채널명 입력하기 채널 추가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올바른 촬영 예시

* 제출사진의 경우 이미지 보정 및 색감 보정이 된 작품은 작품 심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 숙지 부탁드립니다.  
* 제출하신 사진은 심사 시 활용되는 유일한 요소임으로 사진 촬영방법을 숙지하신 후 업로드 해주세요. 

① 촬영 시‘16:9 비율 / 일반 해상도’모드로 촬영해주세요.
② 작품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맞춰주세요. (카메라 격자무늬 혹은 안내선 활용 권장)
③ 작품사진 및 인증사진 촬영 시 사진에 개인정보 등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④ 화면에 작품이 가득 차게 작품만 촬영되어야 하며, 주변에 인물이나 사물이 보이지 않게 촬영해주세요.
⑤ 작품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작품을 중앙에 맞춰 가득 차게 촬영

참조

방법 1-1. 압축 프로그램 실행 후 압축하기 전 암호를 설정해주세요.
방법 2-1. PDF 실행 후 좌측 상단의‘파일’클릭 후

‘암호를 사용하여 보호’를 클릭하여 암호를 설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