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습관 만들기

책울림 사무국
문서번호 BS 20210705-01호
발신일자 2021. 07. 05
수신자

책울림 사업 수혜기관

(경 유)
제

목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안내

1. [책울림]은 ‘교육’을 테마로 하는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도서, 독서공간 (리모델링) 지원과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독서 증진 활동을 하는 사회공헌사업입니다.
2. [책울림] 사업은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권한을 위임받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크림커뮤니케이션’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나. 참가대상 : 독서 및 독후활동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다. 접

수 : 2021년 8월 2일 (월) ~ 9월 17일 (금) 18:00

라. 발

표 : 2021년 10월 8일 (금) 책울림 홈페이지 게재

마. 시

상 : 2021년 10월 23일 (토) 책울림 Awards (자세한 사항 추후 공지)

바. 분야 및 내용
구분

BOOK LETTER

BOOK COVER

내용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로 마음 전하기

책의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부문

미취학 아동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대학생 포함)
A4용지 1장

규격

8절지 (272*394mm)

(책울림 공지사항 內 전용양식 사용 必)

붙임 1.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안내문.
붙임 2.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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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안내문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책 읽는 습관 만들기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하는 책 읽는 습관 만들기 [책울림]에서 단순한 책 읽기에 벗어나 독서활동을
통한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독서문화 진흥 및 독후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2. 참가대상 : 독서 및 독후활동에 관심이 많은 누구나
3. 일

정

- 접

수 : 2021년 8월 2일 (월) ~ 9월 17일 (금) 18:00

- 발

표 : 2021년 10월 8일 (금) 책울림 홈페이지 게재

- 시

상 : 2021년 10월 23일 (토) 책울림 Awards (자세한 사항 추후 공지)

4. 분야 및 내용
구분

BOOK LETTER

BOOK COVER

내용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로 마음 전하기

책의 표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기

부문

규격

미취학 아동 / 초등 저학년 / 초등 고학년 / 중학생 / 고등학생 / 성인(대학생 포함)
A4용지 1장
(책울림 공지사항 內 전용양식 사용 必)

8절지 (272*394mm)

5. 접수방법
구분

BOOK LETTER

BOOK COVER

- 작품을 스캔/촬영 후 책울림 홈페이지에 간단한 작품 소개와 함께 업로드 (www.bookwoollim.co.kr)
- 파일형식 : JPG(컬러)
※ BOOK LETTER : 책울림 홈페이지 → 책울림소식 → 공지사항 → 2021 책울림 독서대회
접수방법

안내 게시물 內 신청 부문별 전용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必
(미취학아동~초등학생 / 중학생~성인)
컴퓨터로 작성 시 : 굴림(10pt) 사용
※ PDF 파일 접수 불가

6. 시상 및 상품

구분

BOOK LETTER

상품

BOOK COVER
교보문고 X 책울림 기프트카드

최우수상

우수상

입상

10만원

5만원

3만원

5명(60명)

5명(60명)

10명(120명)

시상

240명(각 분야 / 부문별 20명)

1) 시상식 : 수상자 가족 및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프라이빗한 책울림 Awards 진행 예정
2) 2021년 책울림 Awards 당일 상장 및 부상(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수여 예정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책울림 Awards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시 수상자 대표 외 수상자는 개별
우편배송을 통해 상장 및 부상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7. 공통 유의사항
1) 2021 책울림 독서대회는 북레터 / 북커버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보다 많은 분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다수의 작품이 수상하게 되더라도 한 개의 작품만 수상작으로 인정됩니다.
2) 표절 작품, 대필 또는 대작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입상 취소 및 시상금이
환수조치 됩니다.
3) 수상자는 책울림 Awards 내 작품 전시를 위해 작품 원본을 10월 15일 (금)까지 책울림 사무국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추후 안내 예정)
4) 수상자는 반드시 책울림 Awards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 시 수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2021 책울림 독서대회는 책울림 수혜기관의 필수 참여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6) 단체접수 시 소속 / 학교는 반드시 신청하는 기관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8. 문의 사항
책울림 사무국 Tel. 070-4681-0002
책울림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ookwoollim
책울림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bookwoollim
※ 책울림 SNS를 통해서도 책울림 독서대회 관련 사항 및 책울림 사업을 쉽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2021년 책울림 독서대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