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여성과총 독후감 공모전 참가 요강
□ 취지와 목적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여성과총)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후배 여
학생 및 여성과학인들에게 동시대에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여성과학자의 이야기를 들려
줌으로써 열정과 꿈을 격려하고자 2005년부터 과학 도서를 출판해왔습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로부터 과학도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제4회 여성과총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자격 및 기간
○ 참가자격: 전국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접수기간: 2019년 9월 20일(금) ~ 10월 31일(목)까지
○ 대상도서: 여성과총의 출판도서 14종 중 택 1
‘내가 만난 여성과학자들’,

‘과학하는 여자들’,

‘공학하는 여자들’,

‘벤처하는 여자들’

<거침없이 도전한 여성과학자>시리즈 (총 10권)
: 『로봇의 세계』, 『유전자 사냥꾼』, 『기후를 예측하다』, 『목성 너머』, 『우주에서 온
암석』, 『마운틴고릴라』, 『뼈 탐정』, 『자연의 기계』, 『세상을 바꾸는 힘』,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sjlee@kofwst.org 여성과총 이숙진 연구원
□ 입상자 발표
○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예정
○ 여성과총, 해나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시상 내역
구분
최우수
개인상

우수
장려

단체상

부문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상자수
각 1명
(2명)
각 2명
(4명)
각 15명
(30명)
2개 학교

※ 시상 내역은 공모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25만원
상장 및 상금 5만원
상패 및 도서 100권 증정

□ 접수 요강
- 응모작품 앞표지에 반드시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기록 후 부착하여 응모
- 독서 감상문 제목 명명할 것 (단, 제목은 원고 분량에 포함되지 않음)
- 응모 분량은 A4 2장 내외 (한글프로그램 10포인트, 줄간격 160 기준)
- ‘단체상’은 참여도가 가장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상
□ 주관 및 후원
○ 주최: (사)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해나무
○ 후원: Yes24(주)
□ 기타사항
○ 입상자의 판권 및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이미 발표된 작품이나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입상이 취소 또는 환수됨
○ 과거 수상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과거 접수하였으나 미수상한 자에 한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제출 가능
○ 참가비 없음
○ 자세한 응모 방법은 여성과총 홈페이지 www.kofwst.org 공지사항 참조
○ 문의: TEL 070-7843-6581, sjlee@kofwst.org 여성과총 이숙진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