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CJ도너스캠프입니다. 

제5회 꿈키움 문예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문예공모전 5주년 기념으로 조금 특별한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세가지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표현

해 주세요!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세가지 모두 선택해도 좋습니다. 

그 외 나만의 주제와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마음껏! 표현해 주세요. 

주제 테마 내용 형식 

꿈 내가 꿈꾸는 나! 
‘꿈상자’에 나의 꿈을 
담아주세요 

꿈상자 
(또는 자유형식) 

사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표현해 주세요 

일러스트 
(또는 자유형식) 

용기 나누고 싶은 용기의 말! 
친구/누군가에게 ‘용기의 말’을  
전해주세요 

타이포 그라피 
(또는 자유형식) 



첫번째 테마는 내가 꿈꾸는 나! 입니다. 

‘꿈상자’에 자신의 꿈을 담아 표현하면 되는데요. 자신의 꿈과 관련된 것을 

상자의 모든 면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예시 작품] 

※ 위 예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 사용에 대한 문의는 jh.kim136@cj.net 로 연락바랍니다. 

mailto:jh.kim136@cj.net


[꿈상자 사용법]  

1. 꿈상자 키트에서 펼쳐진 상자 도면 A와 커버 도면 B를 확인합니다.   

2. 회색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흰색 면에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은 평면, 입체 모두 가능합니다!  

3. 작품을 촬영/스캔하셔서 공모전 신청서에 첨부해 주세요.  

   ※ 작품 원본 제출은 수록작품 선정 후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꿈상자 도면] [꿈상자 예시 작품] 

A B 



두번째 테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표현해 주세요. 

할머니, 장난감, 파란 하늘, 특별한 순간 등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얀 종이에 배경없이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작품] 

※ 위 예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 사용에 대한 문의는 jh.kim136@cj.net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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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테마는 나누고 싶은 용기의 말! 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용기의 말이 필요한 존재들이 많습니다. 

가족, 친구, 강아지, 환경 오염으로 아파하는 지구!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용기의 말을 디자인하여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작품] 

※ 위 예시 작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의사가 없으며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 사용에 대한 문의는 jh.kim136@cj.net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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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설명드린 세가지 테마 외에도  

자유로운 주제와 표현 방법으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표현해도 좋습니다! 

 

몇가지 안내드립니다.  

- 공모전 신청은 CJ도너스캠프 지원프로그램에서 신청해 주세요. 

- 작품 수 및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 및 동의서는 1인당 1장씩만 작성하면 됩니다. 

- ‘꿈상자’는 별도 지원프로그램에서 10/16(수)까지 신청받으며,  

  이후에는 시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완료 하신 후! 

  cjstorybook@naver.com 로 첨부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작품 원본 보관에 유의해 주세요! 

  수록작품 선정 후 작품 원본 제출에 관하여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제5회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예공모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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