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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등굣길콘서트」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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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와 함께 조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굣길을 더욱 즐겁고 힘차게 만들어 줄 「교실 속 등굣길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싶은 조남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운영 방법 

가. 비대면 : 영상제출 – 학생 스스로 특·장기가 드러나는 공연영상을 녹화하여 제출하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실에서 상영. (사교육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은 상영 불가)

나. 대면 : 학교 방송실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교실로 송출하여 상영.

- 공연에 필요한 악기 등 준비물은 스스로 준비. 피아노․드럼 등 설치가 불가능한 종목은 영상으로 

제출 바람. 

   - 방송실이 협소하고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준비.

2. 운영 시간 : 08:50~09:00 (10분)

 3. 참가 방법

가. 참가신청서 제출 : 9월 26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나. 영상 제출 : 10월11일(화)까지 이메일(sweetlatte@korea.kr) 또는 영상을 담은 USB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다. 영상 규격 1) 형식 : MP4, AVI, WMV, MPEG 등 동영상 파일

                          ★ 휴대폰 촬영시 <가로>로 촬영

                2) 용량 : 500MB 이내

                3) 길이 : 2분 내외

                4) 파일명 : ‘제목_학년 반 이름’으로 작성. 예)방울꽃_4학년2반홍길동 

 4. 유의사항 

가. 신청 영상의 음질이나 화질이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교육적 목적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사교육기관에서 촬영한 경우에는 상영하지 않습니다.

나. 운영 일정은 신청자 수에 따라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부득이하게 1학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 참여를 권장하나, 팀 참여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참가영상은 교실에서 전교생 대상 상영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인터넷 업로드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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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속 등굣길 콘서트」 신청서
1. 참가자 정보

학 생 
이 름

학년 반 ( )학년 ( )반

학부모 
연락처

팀 참여 여부

 개인 팀
○ 0학년0반 홍길동

2. 참가 영상 정보

참가
영상명

방울꽃
부 문

노래 예 상
시 간

2분

3.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제공, 유의사항 동의서

1) 본인은 조남초등학교 「교실 속 등굣길 콘서트」프로그램의 전교생 상영목적으로 본인의 사진, 영상 
등 초상이 이용됨에 동의하며, 다음 매체에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 저작물이 사용되
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용매체명: 교실 속 등굣길 콘서트
 - 형태: 사진 또는 영상 저작물
 - 사용형식: 조남초등학교 각 교실에서 전교생 대상 영상상영 목적으로 활용
 - 사용기간: 2022년 9월부터 해당 학년 종료일까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교실 속 등굣길 콘서트 초상권 사용 동의에 따른 본인확인 및 영상제작과 상영을 위
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학년 반, 학부모 연락처, 학부모 성명, 참여 아동의 공연 사진 및 영상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수집된 개인정보의 원본은 보유 목적 종료 후 즉시 파기되며, 인터넷 업로드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교실 속 등굣길콘서트」관련 진행은 불가
능함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음.

3) 유의사항 동의

   
사교육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은 방영불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학생 본인 및 보호자는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보호자                ( 서명 )

                                         학생 본인             ( 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