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

도봉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 편지문학관 개관 및 5월 가정의 달 맞이 -「전국 편지쓰기 공모전」개최 안내

1. 귀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문화도시 도봉구에서는 구민들의 정서교류 공간인 편지문학관 개관및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전국 편지쓰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3.이에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관내 기관 등에 공모전 홍보를요청드
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Ϛ공모개요
○응모대상: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누구나
○접수기간:2022. 5. 16.(월)∼ 5. 23.(월)
○공모주제:① 5월 가정의달 관련 ②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 5월 가정의 달 :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마음을 담
은 편지쓰기
자녀와 부모, 선생님,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 등
※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위로, 응원 등 편
지

○공모부분: 총 4개부문
※ 부문: 초등부(저학년 1∼3학년), 초등부(고학년 4∼6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응모방법:〔붙임1〕의 공모요강 참조
○시 상 식: 2022. 6. 11.(토) 오후 2시. 편지문학관
※ 편지문학관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1층

○수상자 발표:2022. 5. 31.(화) 도봉구청, 도봉문화원 홈페이지

○시상내역: 총 42명
- 수상인원: 총 42명〔4개부문×9명(36명), 특별상(3), 평화기원상(3)〕
※ 도봉구청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한겨레사장상, 우크라이나대사
관상
○총 상금: 8,600천원

부문

상명

훈격

수상인원
부문별 1

대상

시상내역
상장/상금(각

50만

도봉구청장상

명

원)

①초등부(1∼3학
년)

최우수

부문별 1
〃

상

″ (각 30만원)

명

②초등부(4∼6학
부문별 2
년)

우수상

〃

″ (각 20만원)

명

③중·고등부
부문별 5
장려상

〃

″ (각 10만원)

명
상장/상금(각

대상

한겨레사장상

1명

50만

원)

최우수
④대학·일반부

도봉구청장상

1명

″ (각 30만원)

우수상

도봉구청장상

2명

″ (각 20만원)

장려상

도봉구청장상

5명

″ (각 10만원)

상

서울시특별시

특별상

교육감상

상장/상금(각

3명

30만

원)

전체 부문중
평화
기원상

우크라이나
대사관상

3명

″ (각 30만원)

○주최/주관/후원

- 주최(도봉구),주관(도봉문화원 편지문학관),
후원(서울특별시교육청, 한겨레, 우크라이나 대사관)

○그 외 자세한 사항은〔붙임1 공모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전국 편지쓰기 공모전 - 공모요강 1부
2. 참가신청서 1부
3. 홍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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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여자고등학교장, 작전고등학교장, 옥련여자고등학교장, 부개고등학교장, 도림고등학교장, 가좌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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