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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8회 한국문학특구포럼」
수

신 : 제8회 전국고교생백일장 본선 진출 학생

제

목 : 2018「제8회 한국문학특구포럼」전국고교생백일장 본선 진출자 통보

1. 한국문학특구포럼-전국고교생백일장에 응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선 진출을 축하드립니다.
2. 지난 10월 5일까지 마감한 백일장에는 전국에서 150여편의 작품이 응모 접수
되어,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부문별로 나누어 엄정하고 성실하게 예심을 하였습니
다.
3. 그 결과 본선 진출 작품이 선정되어 개별 통보해 드리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
하시어 본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문 받은 즉시 참석여부를 알려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061-863-6362 사무국)

붙임 : ‘제8회 전국고교생백일장’ 본선 세부일정 및 참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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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8회 한국문학특구포럼」
전국고교생백일장 본선 세부일정
□ 사 업 명 : 한국문학특구포럼 ‘제8회 전국고교생백일장’ 본선
□ 백일장 일시 : 2018년 10월 20일(토) 09:00～12:00
□ 백일장 장소 : 장흥군민회관 2층(☎ 061-860-0447)
□ 조직구성
▫공동대회장 : 홍정선(전,인하대 국문과 교수,문학평론가)
▫집행위원장 : 이금호(장흥문화원장)
□ 심사위원(예심)
▫김석중(소설가, 장흥별곡문학동인회 회장)
▫강경호(시
□ 주

인, 문학박사)

최 : 장 흥 군

□ 주

관 : 장흥문화원,한국문학특구포럼추진위원회

□ 후원단체 : (사)한국작가회의, 한국문학번역원,문학과지성사,창작과비평사, 시산맥
□ 세부일정 :
2018. 10.19(금) 등록,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장흥터미널 도보 3분)
장흥도착(17:00한)→등록→석식→숙소배정
※ 등록마감 시간인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도착하신 학생은 문화원 담당자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람.(김미옥 010-3161-4322, 최정례 010-4605-5104)
※ 거리상 등록마감 시간을 맞출 수 없는 학생은 참석여부 통보 시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람.
2018. 10. 20(토) 09:00～12:00,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 현장 백일장
2018. 10. 20(토) 14:00～18:00,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한국문학특구포럼 행사 및 백일장 시상식 등 프로그램 ,만찬
2018. 10. 20(토)18:40～19:40, 문학공연 장흥군민회관 3층 대회의실
2018. 10. 21(일) 09:00～14:40, 장흥 문학현장길 버스 투어
참고사항
1. 본심 진출 학생 발표는 이 공문으로 대신합니다. 학교 측에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다.
2. 참석여부, 도착예정시간 등을 안내문을 받은 즉시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미리 알려주셔야 불참자가
있을 경우 대기자에게 본선 참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참가학생에 대한 숙식은 문화원에서 제공합니다. 혹 동행인이 있을 경우 개인별 부담하셔야 하며,
사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