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모집 요강
“대한민국, 편지로 하나되다”
2019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작품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전 개요
가. 명칭 : 2019 대한민국 (소)통·통(합) 편지쓰기 공모전
나. 기간 : 2019. 9. 2.(월) ∼ 10. 28.(월)
다. 주제 : 대한민국, 편지로 하나되다.
라. 취지 : 나와 다른 문화, 이념, 종교 등을 가진 상대방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사회적으로 화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마. 수상자 발표 : 11. 21.(목) / 한국우표포털 및 공모전 홈페이지
바. 시상식 : 시상식 일자 및 참석자는 별도 알림

2. 작품 응모
가. 작성 기준 : A4크기 편지지 1장 내외 또는 띄어쓰기 포함 글자 수 2,000자 이내
나. 접수방법 : 우편,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 선택
- 우편접수 :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편지와 동봉하여 접수처로 발송
- 홈페이지 : 인터넷우체국의 맞춤형편지를 통해 공모전 참가신청 및 편지 접수
- 모바일 앱 : 비밀엽서 앱을 다운받아 공모전 참가신청 및 편지 접수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www.lettercontest.kr

※ 접수처 :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영등포동 7가) 5층
2019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운영본부 앞

3. 시상 내역
구 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청소년(중등)
청소년(고등)

일반

단체

훈 격

시상 수

시상내역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부문별 1명

상장/상금(각 50만원)

금상

우정사업본부장상

부문별 2명

상장/상금(각 30만원)

은상

우정공무원교육원장상

부문별 2명

상장/상금(각 20만원)

동상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상

부문별 3명

상장/상금(각 10만원)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상장/상금 (100만원)

금상

우정사업본부장상

2명

상장/상금(각 50만원)

은상

우정공무원교육원장상

2명

상장/상금(각 30만원)

동상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상

3명

상장/상금(각 20만원)

우수지도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명

상장/상품(30만원 상당)

최우수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1곳

상장/상품(30만원 상당)

우정사업본부장상

4곳

상장/상품(각 15만원 상당)

우수학교

합계

46점

총 1,160만원

※ 심사기준
· 편지글 형식이 아닌 작품은 제외(시, 수필, 그림, 진정서, 탄원서, 연설문 등)
· 작품분량이 현저히 초과되거나 미달된 작품은 제외
· 동일 점수 시 편지형식과 작성법 등에 우선한 작품 선발

4. 주의사항
가. 초등·청소년 응모자는 참가신청서에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입
나. 단체(학교, 회사 등)로 참가 시 참가신청서에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기입
다. 접수된 편지는 반환 불가
라. 타인명의의 공모는 불가능하며, 필명인 경우 본명을 밝혀야 함
마. 응모작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추후 저작권 등 문제 발생 시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 환수
바. 자세한 공모요강은 공모전 홈페이지(www.lettercontest.kr) 참조
사. 문의처 :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운영본부
(☎ 02-2036-0836, e-mail : letter@po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