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전시관 개요 

• 목적: 장애공감문화확산및코로나-19이후온택트(Ontact)시대에대응

구성: VR• 기반으로  제12회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사진 및 수상자 탑재

• 운영 기간: 상시 운영 

• 접속  방법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관'  배너  클릭

 

     

  

  *  본  전시관은  익스플로러보다  크롬,  MS엣지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



작품 감상 안내

- 전시관내이동은왼쪽에보이는것과같은노란색마우스포인트를클릭만하면해당위치로이동.

 

좌우회전및확대/축소지원
- 작품을클릭하면,

 
상세설명페이지가나타나면서,

 
가상의도슨트가음성으로작품설명진행      

- 메인화면에 이용 안내 버튼   클릭  시  팝업화면으로   화면  이동과  상세보기에  대한  도움말  제공



온라인 전시 작품 배치

1) 사진 /  성인관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수상 훈격

사진
(성인)

고재충 ㆍ 봄꽃의 소원 대상

이매남
영덕야성초등

학교
함께라면 최우수

김선 ㆍ 여유로운 독립 우수상

박성희 서산성봉학교 나좀봐! 어때, 멋지지! 우수상

최길성 ㆍ 함께 가는 길 입선

김성애
천안오성초등

학교
one piece, one peace 입선

김륜형 ㆍ
마술보다 마법같은 어
울림

입선

이동민 전북맹아학교
나에게도 졸업앨범이
생겼어요

입선

김화숙 이하의 집 with you 한걸음 입선



온라인 전시 작품 배치 및 동선

2)
 

사진 / 학생관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수상 훈격

사진
(장애
학생)

전지원 금곡초등학교 꽃보다 아름다운 우정 대상

서대성 양당초등학교 우리 모두 소중해요 최우수

김가희 탕정초등학교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감촉 우수

사진
(비장애
학생)

권태희 목천중학교 우리 오빠 대상

임수현 환서초등학교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좋아 최우수

윤주원 천안신방중학교 장애공감 핀버튼 우수

송은호 천안수곡초등학교 도움닫기 우수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온라인 전시 작품 배치
3)
 
홍보영상관

구분 성명 소속 작품명 수상 훈격

홍보
영상
(성인)

노우영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우리 모두를 위한 것-보편적마음설계 대상

김성혁, 안정옥 세종고등학교 live together 최우수

정윤하, 김민경, 홍혜림, 문민재 한국교통대학교 파란장미이야기 우수

권서우, 이주희, 이화정 나사렛대학교 우리모두 할 수 있어요 우수

홍보
영상
(청소년)

김현성 천안용곡중학교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대상

김동하 청심국제고등학교 친구 최우수

시네마클럽 풍암고등학교 돈콜미 우수

김수아 천안신방중학교 세상에 완벽한 꽃과 나무가 있나요 우수

성인부문 청소년부문



온라인 전시 작품 배치 및 동선

4)
 

시상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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