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 우리말안녕! 우리말안녕! 우리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 개최 목적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의 바람직한 

언어생활 확립

 ㅇ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사례 발굴, 우수 

사례 공유

 ㅇ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보급

□ 공모 내용

 ㅇ 공모전 주최: 국립국어원

 ㅇ 참가 자격: 

    · 초·중·고교 학생, 청소년(1995년 9월 2일 출생까지)

    · 지도자(교원 및 단체 지도자)

 ㅇ 공모 대상: 

    · 각 학교 및 단체, 시설, 동아리 등에서 욕설 및 비속어가 아닌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활동한 사례들을 공모합니다.

    · 창의적인 활동 사례 또는 「2012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을 참고한 사례 및 활동 자료들도 공모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추후 교육 자료(교재 및 교구 제작 등)로 활용 예정



 ㅇ 공모 예시:

    속어, 비속어, 욕설 사용을 자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활동했던 사례

    <활동 자료 예시1>

   

    <활동 자료 예시2>

   

    <활동 자료 예시3>

   



 ㅇ 응모 방법:

    - 욕설 및 비속어가 아닌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기 위해 활동한 

사례를 하단의 활동 개요 양식에 맞춰 제출

    - 활동 개요(지정 양식) 및 활동 자료(제한 없음) 필수 제출

구분 응모 형식

활동 

개요

(필수)

- 지정 양식 필히 준수(hwp 양식), 분량 제한 없음

- 제출 내용에는 활동 사례에 대한 개요와 세부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 포함

활동

자료

(필수)

- 형식 · 분량 제한 없음

- 확인 가능한 모든 파일(hwp, ppt, jpg, ai, wmv, avi 등)

- 모든 파일은 20MB 이하로 마련하시고, 20MB 초과 시 아래 

전자 우편으로 파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부 후 공모전 운영국으로 확인 필수)

  ※contest33@youthkorean.co.kr



□ 제출 방법  

 ㅇ 공모전 누리집(youthkorean.co.kr)에서 활동 개요 양식 내려받기>

활동 개요 작성>활동 개요 및 활동 자료 첨부>제출 확인

<접수 양식 예시1_학생: *표시는 필수>         

 



<접수 양식 예시2_지도자: *표시는 필수>   

□ 세부 일정

접수기간 2014. 7. 9.(수) ~ 9. 1.(월) 오전 11시까지

심사 2014. 9월 초(예정)

결과 발표
2014. 9월 말 예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보

시상식 및 전시회 2014. 10월 초 예정,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공모전 시상 내역

구분 시상 내역 비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 1명 또는 1개 모둠

우수상
학생 국립국어원장상, 상금 50만 원 2개 모둠

지도자 한국교총 회장상, 상금 50만 원 2명

장려상
학생 국립국어원장상, 상금 30만 원 3개 모둠

지도자 한국교총 회장상, 상금 30만 원 3명

※ 일정 및 상장 관련 사항은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식 및 전시회 세부 안내

 ㅇ 행사 개요: 작품 접수와 시상식으로 구성된 공모전에서 벗어나 

서로의 작품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 방식의 공모전 개최

 ㅇ 진행 방안: 

    · 9월 초 심사 완료 후 대상 및 우수상 수상 예정자들에게 시상식 당일 

프리젠테이션 준비 요청

    · 수상 대상자 필히 참석 유도

    · 선정된 작품은 시상 당일 전시 예정

 ㅇ 행사 장소: 추후 공지(예정)

 ㅇ 행사 세부 계획(예정)

시간 순서 내용

09:00~09:10 10분 개회식 공모전 소개 및 추진 경과 발표

09:10~09:15 5분 심사평

09:15~10:00 45분 시상식 분야별 시상 진행 및 기념촬영

10:00~12:00 120분 프리젠테이션 10분 발표/2~3분Q&A

12:00~12:30 30분 기념촬영 및 폐회식

□ 공모전 유의사항



 ㅇ 1인 1작 제출(중복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음)

 ㅇ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

 ㅇ 타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작품은 본 공모전에서의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하였더라도 사후

에 표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상금 수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ㅇ 심사과정에서 해당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식1 학생] 

안녕! 우리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동아리명:

동아리 대표자명:

동아리 대표자 소속:

동아리 구성원(이름) 및 소속(학교, 단체 등):

1. 활동 목표

·

·

2.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활동기간:

3. 활동 세부 사항

4. 활동 결과

※ 활동 자료 별도 첨부(확인 가능한 모든 파일)



[서식2 지도자] 

안녕! 우리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우수 활동 사례 공모전」
 

지도자명:

지도자 소속:

1. 활동 목표

·

·

2. 활동 개요

· 대상인원:

· 활동기간:

3. 활동 세부 사항

4. 활동 결과

5. 기타 사항(선택):

※ 활동 자료 별도 첨부(확인 가능한 모든 파일)

※ 학급이나 동아리 구성원 정보 기재 또는 기타 정보 기입 필요시

기타 사항에 기입하여주십시오.(선택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