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청소년 문학상]
눈높이 청소년 문학상은 청소년의 문학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대교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문학 공모전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및 문화상품권 100만원권이 수여됩니다.
눈높이 청소년 문학상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향한 도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응모 자격
- 전국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
(※ 2002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

2. 응모 형태
분야
운문

분량 및 형태
시(시조) 2편 이상 / 자유 주제 (※ 양식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분량 1편 / 자유 주제 (※ 양식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동화, 소설, 에세이
* A4 작성 기준 분량 : 폰트11 기준 9 페이지 이상

산문

(줄간 160, 여백 – 위아래 각 25mm, 좌우 25mm, 본문 바탕체)
-띄어쓰기, 문장 형태, 문단 구조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량에서 10% 정도 전후로 생각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 접수 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9월 28일(월) 17시까지 / ※ 접수마감일 : 홈페이지 업로드 날짜 기준

4. 접수 방법
- 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dkculture.org/dkfair)

5. 시상 내역
구분

인원

대상

1명

최우수상

시상 내역

비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문화상품권 100만원권

4명 (중2,고2)

상장 및 문화상품권 50만원권

※ 최우수상, 우수상은
운문/산문 분배 선발
※ 수상자는 시상식 참석

우수상

8명 (중4,고4)

상장 및 문화상품권 30만원권

6. 발표 및 시상
- 결과 발표 : 2020년 11월 11일(수)
- 시상식 : 2020년 12월 4일(금)

/ 수상자 개별 통지

/ 대교타워 아이레벨홀

※ 주최사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7. 기타 유의 사항
1) 응모작에 대한 권리 및 책임
- 공모전에 수상한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부가판권을 포함한)는 주최사인 (재)대교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의 활용 시 2차 저작물로 가공 및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2) 응모 시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며 상장과 상금을 회수합니다.
① 표절 등 부당한 작품이거나 제반 준수 사항에 위배될 경우
② 교과서 수록 동시 변형이나 어른(학부모, 교사)이 수정해 주는 첨삭 작품

8. 문의처
-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운영사무국 담당자 02-6958-1929 (평일 10시~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