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대구대학교 전국 고교생 문예작품 현상공모

2016년 개교 60주년을 맞은 대구대학교에서는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1971
년부터 전국 고교생 문예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교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부문: 시․소설
◈ 응모자격: 고등학교 재학생
◈ 응모내역: 시 - 5편 이상, 소설 - 1편 이상[작품분량: 하단 ※유의사항 참조]
◈ 주제
 대구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과 부합되는 주제를 선
택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대구대학교 건학이념은 "사랑·빛·자유"로서 이는 기독교적 인류애, 진리추구, 사
회정의 실현, 이 세상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뜻합니다. 따라서 휴머니즘
(인류애), 사랑, 정의, 진리, 자유 등을 주제로 택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기간: 2016년 8월 29일(월) ~ 9월 23일(금) 24:00 [4주간]
※우편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당선자 발표: 개별통지(2016년 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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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시

소설

내역

인원

상금

내역

인원

상금

최우수

1

60만원

최우수

1

100만원

우수

2

각 35만원

우수

2

각 45만원

장려

2

각 10만원

장려

2

각 15만원

◈ 시상식: 당선자에 한해 개별 통지
◈ 심사위원: 당선작과 함께 발표
◈ 응모방법: 응모작품은 글(HWP)파일로 작성, 전자우편(E-mail)으로 첨부하여 발송
◈ 응모처(전자우편(E-mail)): moonhak@daegu.ac.kr
◈ 당선작은 대구대신문 2016년 11월 9일자 대구대학교 학생언론웹 <두드림>에 게시
☞ 두드림 ▷ http://dudream.daegu.ac.kr

 http://60th.daegu.ac.kr/
◈ 기타 유의사항 안내
※ 모든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에 한하며, 과거 출품 당선작, 또는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경우 본 현상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위의 사실이 드러나면 당선 후에
도 해당 작품의 당선이 취소됩니다.
※ 공모서식 파일에 인적사항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기재하고 작품내용을 이어서 작성
합니다. 작품에는 인적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즉 작품에는 작품제목과 본문만 기재하
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원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공모 서식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egu.ac.kr/)의 “<행사공지> → <공
모전>”의 <제46회 전국 고교생 문예작품 공모전 안내>에서 내려 받으시면 됩니다.
※ 작품 응모 분량/서체 및 여백
- 소설 부문 응모 : 1편당 A-4 용지 기준 7매 이상(10,000자 이상)
- 시 부문 응모 : 1편당 원고량 제한이 없습니다.
- 응모 서체 및 여백(아래 편집 기준(글 HWP)에 따라서 원고를 작성)
★ 서체 및 여백
1) 서체: 바탕(체), point 11, 장평 100, 줄간격 160
2) 여백: 위쪽 20.0㎜, 머리말15.0㎜, 아래쪽15.0㎜, 꼬리말15.0㎜
왼쪽 30.0㎜, 오른쪽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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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작품 중 해당작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
니다. 수상작에 대한 제반 권리는 본 대구대학교에 귀속됩니다.
※ 문의는 ☎ 053-850-5661(행정실), 전자우편: leech0108@daegu.ac.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대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aegu.ac.kr)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언론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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