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국 도 서 관 협 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담당교사
제  목   2012 청소년시낭송축제 기념콘서트 참여 및 관람 협조요청

1. 귀 교(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6월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시와 문학을 더 가깝

고 즐길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2012청소년시낭송축제(http://nangsong.for-munhak.or.kr)
를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전국 총 114개 중고교 및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과 지도교사의 큰 호
응 속에 개별 시낭송축제를 진행하였으며 시낭송축제 홈페이지에는 그 성과물이 ucc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4. 우리 협회는 이와 관련, 전국 각지에서 축제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
여 자신들의 작품을 직접 선보이고 함께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2012청
소년시낭송축제 기념콘서트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2년 12월 1일(토) 오후 3시
나. 장소 : 전북은행 3층 대강당(전북 전주시)
다. 주요 출연진 : 청소년 시낭송 공연팀(총 24곳 24팀), 김선우(시인), 강허달림

(가수), 트루베르(랩퍼), 문형주(극중극 배우) 등
라. 참고사항
ㅇ 콘서트 참관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기록부 기입 가능한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 
ㅇ 이번 행사는 무료관람이며 모든 관람객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ㅇ 콘서트 직접 출연 청소년은 기념선물, 도서, 교통비(지방출연팀만), 간식 등 지급
* 그밖에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 및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첨  부 2012 청소년시낭송축제 기념콘서트 세부 계획. 끝.



수신처  전라북도교육청, 속초중학교, 북원여자중학교, 한알학교, 토평중학교, 호평중학교, 청
학고등학교,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창곡여자중학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조원
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 양주백석고등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탄현중학교, 마
포구립서강도서관, 어유중학교, 해솔중학교, 태광중학교, 풍산고등학교, 저현고등학
교, 세종고등학교, 소명중고학교, 교하고등학교, 가조익천고등학교, 능동중학교, 양
산개운중학교, 삼현여자고등학교, 경남과학고등학교, 태봉고등학교, 범숙학교, 근화
여자고등학교, 길원여자고등학교, 인평중학교, 포항명도학교, 숭의고등학교, 무등중
학교, 금호고등학교, 산정중학교, 대구상원고등학교, 동본리중학교, 다사고등학교, 
대구서부고등학교, 대구고산중학교, 대전이문고등학교, 시온학교, 중일고등학교, 대
전지족고등학교, 경남여자중학교, 부산작은도서관, 광문고등학교, 한영중학교, 성암
국제무역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화곡고등학교, 오남중학교, 노원고등학교, 상
계고등학교, 중대부속중학교, 광성중학교, 이대부속중학교,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서
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대안학교 한들, 서울영상고등학교, 신서중학교, 양
정고등학교, 은평씨앗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 송곡고등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 국
립국악고등학교,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들꽃청소
년지역아동센터, 화봉고등학교, 다운고등학교, 강서중학교, 인천예술고등학교, 인천
부흥고등학교, 인천초은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을사랑하는사람들, 계산여자중학교, 정
석항공과학고등학교, 목포고등학교, 목포여자고등학교, 목포정명여자중학교, 목포혜
인여자고등학교, 순천고등학교, 순천남산중학교, 부영여자고등학교, 영암여자고등학
교, 장흥관산중학교, 함평신광중학교, 강진대구중학교, 한빛고등학교, 목포항도여자
중학교, 해남고등학교, 군산산북중학교, 위도중고등학교, 구림중학교, 삼례여자중학
교, 전주신흥고등학교, 전북동화중학교, 군산제일중학교, 대기고등학교, 북경한국국
제학교, 레드스쿨, 충남평생교육원, 논산대건고등학교, 쌘뽈여자중학교, 양업고등학
교, 완산여자고등학교, 회현중학교, 부안여자고등학교 총 114단체(학교)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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