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광복  제 72 주년    글짓기 공모전 신청서 

 

접수번호# 

 

이 름  생년월일    년/    월 /   일 

참가부문 초.중.고등부 성인부 

소속학교 이름  

Contact# Cell Phone: Home Phone: 

E-Mail @ 

Home Address  

Title of Work  

본인은 이번 작품을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으며,  대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및 판권은 LA 한인회에 

귀속됨을 확인, 서명합니다. 

Signature of Student  

Signature of Parent  

Date  

 

 

--------------아래 신청서를  반드시 작품 맨 뒷페이지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증> 

Name  접수번호#  

참가부문 초등부 

(    ) 

중,고등부 

(     ) 

성인부 

(    ) 

 Title of Work: Grade: 

로스앤젤레스한인회 귀중 



대한민국광복 72 주년 경축그림공모전 
 

 

 공모요강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광복절에 대한 기본 이념을 알리고 21 세기의 진정한 애국심과 

자유에 도전하는 차세대들의 표현능력들을 발췌하고저  미주 동포사회에서는 그림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공모기준 
작품주제 :광복절에 관한 내용 

소재: 자유이나 2D 에 한함 (크레파스화,수채화,유화,연필화,파스텔화,아크릴화,챠콜화등) 

 
 

 

 접수안내 
출품 접수기간: 2017 년 7 월 28 일 금요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참가비: $10 

작품 접수처: LA 한인회 사무국 그림공모전 담당자앞  

우편: 981 W.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신청서 다운로드: www.kafla.org 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 

 

 시상안내 
수상자 발표:2017 년 8 월 4 일(금)(*입상자는 개인별 통지) 

시상식:2017 년 8 월 15 일(월) * 장소와 시간은 추후공지 

시상내역 : 

 

           

 

 

 

 

주최: 로스앤젤레스한인회 

 

 

학  년 초 등 부 중.고 등 부 

참가부문 K - 5학년 6 ~ 12 학년 

작품규격 14x17inch 18x24inch 

구분 초 등 부 중.고 등 부 

1 등 상금 $200 + 상장 상금 $300 + 상장 

2 등 상금 $100 + 상장 상금 $200 + 상장 

3 등 상금 $ 50 + 상장 상금 $100 + 상장 



 

 

대한민국 광복 72 주년 경축 그림공모전 신청서 

 

접수번호# 

 

Name  Date of Birth M/ D/ Y/ 

참가부문 초등부(K-5th) 중.고등부(6-12th) 

School Name or Art School  

Contact# Cell Phone: Home Phone: 

E-Mail  

Home Address  

Title of Work  

본인은 출품작을 혼자 그렸으며, 이번 작품을 다른 공모전에 출품한 적이 없으며,  

대회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 및 판권은 LA 한인회에 귀속됨을 확인합니다. 

Signature of Student  

Signature of Parent  

Date  

 

----아래 표를  반드시 작품 뒷면에 붙여 주시고 상단은 작품과 함께 제출 요합니다---- 

 

Name  접수번호#  

참가부문 초등부(K-5th) 중.고등부(6-12th) 

 Title of Work: Grade: 

Description about the  art work  

 

LA 한인회 그림공모전 담당자 앞 


	대한민국 광복 제72주년 글짓기 공모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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