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제주학생
독서상 공모

응모기간

2017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시상내역

응모자격

전도 초ㆍ중ㆍ고등학생

•최우수상(3명) : 초
 ㆍ중ㆍ고등학생 각 1명
(부상 각 20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응모방법

•우수상(6명) :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학 부문 각 1명,
비문학 부문 각 1명

•원고량
- 초등학생 : A4용지 1~2매(200자 원고지 6~8매) 1편
- 중 학 생 : A4용지 2~3매(200자 원고지 8~10매) 1편
- 고등학생 : A4용지 3~4매(200자 원고지 10~15매) 1편
•원고기준(A4)

(부상 각 10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가작(21명) :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학 부문 각 4명,
비문학 부문 각 3명
(부상 각 50,000원 상당 문화상품권)
※단, 우수상과 가작은 응모분야별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에서 우수작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 상관없이 선정함.

- 휴먼명조, 글자 12포인트, 행간격 160%,
상ㆍ하 여백 20mm, 좌 ․ 우 여백 25mm,

유의사항

머리말 ․ 꼬리말 15mm

응모분야

최우수 ․ 우수(교육감상), 가작(도서관장상)

•응모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수상작품에

문학ㆍ비문학에서 자유롭게 선정

한하여 제주도서관이 복제 및 전송, 책자 발간 등에 이용하는

- 문학 : 시, 희곡, 소설, 수필, 동화, 문학이론 등

것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 비문학 : 문학 이외의 분야

-비
 수상작에 대해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위한

(인문,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예술, 역사 등)

접수처

일체의 비용은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단, 2017년 11월 30일까지 요구분에 한함)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다른 공모전에 응모했던 작품 또는 대필이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합니다.

•학교별 접수 :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

•응모자는 응모분야, 학교, 학년, 반, 성명, 전화번호 및 도서명,

•개별 접수

독후감 제목을 원고에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 온라인 접수 : jejulib@korea.kr

•독후감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우편 접수 : 6
 3218 제주시 연삼로 489 제주도서관

•수집된 개인정보는 독후감 공모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제주 학생 독서상 공모 담당자 앞

않습니다.

※ 마감 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방문 접수 :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 사무실에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서관 자료지원부로
문의 바랍니다.(☏717-6423)

심사 및 입상자 발표
2017년 10월 중(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및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고)

제주도서관장
www.jejuli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