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Women’s Association in USA 
 3.1 Youth 

 

The 28th ANNUAL  ESSAY CONTEST 
 

THE ZOOM ESSAY CONTEST 

The contest is open to all students, Kindergarten through 12th grade.  
The contest consists of a 90 minute timed essay written in English or Korean. 

Date: Saturday, February 4, 2023 Time: 9:30 AM 
  

Registration fee : $10 (Due February 4, 2023) 

Send applications to:  3.1 Women’s Association in U.S.A. 

 981 S.  Western Ave Suite #302 

 Los Angeles, CA 90006 
(Make checks payable to “3.1 Women’s Association in U.S.A.”) 

Tel. (213) 210 - 4904 | (949) 466 - 9984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o adhere to safety guidelines, the writing competition will be 
proctored via Zoom. Students will have 90 minutes to write an essay on the prompt below. 

Students are expected not to use any outside material and turn in all work created during the 
contest, including outlines and notes. 

 
Required Materials 

 Wide ruled lined paper (4 sheets) 

 Pen or pencil 

 Access to Zoom 
 

Scoring will be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How well they directly write about the subject 

 Their use of examples to explain their ideas 

 Organization and Grammar 

K – 3 (Low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Draw and write about the Korean flag.  

태극기 그림을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써 보세요. 

 

4 – 5 학년 (Upp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are and Contrast the Korean flag and the American flag. 

한국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를 비교, 대조 해보세요. 

 

6 – 12 학년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Compare and Contrast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Declaration and American 
Independence Declaration. 

3.1 독립선언서와 미국독립선언문을 비교, 대조 해보세요. 

 

 
 

Application Downloads available on website: www.marchfirstusa.org 
 

 



 
                    

 

제 28 회 3.1 절글짓기대회 참가신청서 
 The 28 th 3.1 Movement Essay Contest Application Form 
 Tel : (213) 210-4904,  ( 949)-466-9984  kyomilo@gmail.com 

 

이름                       Korean (한글) 
 

Name                     English (영문) 

Birthdate (생년월일) Month / Date /Year 
 

Birthplace (출생지)                                                               Female     or    Male 

성별 :     여 남 

If born outside of USA, what year did you enter USA? (미국입국년도) 
 

 Address ( 집주소) 
 

E-mail Address 
 

Telephone (전화번호) 

Home ( 집 )                                                                            Mobile (핸드폰) 

School Name (학교이름)                                                          Grade (학년) 
 

한글학교이름과연락처                                                                                     
 

Student Signature (신청학생서명) 
 

Parents Signature ( 학부모서명) 
 

Teacher’s  Signature (담당교사서명) 
 

Emergency Contact (긴급시연락처) 
 

참가신청마감 : 2023 년 1 월 31 일 (화요일) 

Application due by January,31 2023( Tuesday) 

 
 

981 S.western Ave, Suite# 302, Los Angeles, CA 90006 | www.marchfirstusa.org 



제 28 회 
 

 
 

 
 

 

 

미주 3.1 여성동지회가 2023 년 제 28 회 비대면 글짓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자랑스런 애국 선열들의 3.1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차세대들에게 조국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익히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3 년 글짓기대회는 코로나펜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치루어집니다 .‘ 

 

3.1 절 글짓기대회를 통하여 자녀들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조국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청안내 

 신청 서  :  www. marchfirstusa.org 에서 Download  

 신청비   :  $10.00 (Make checks payable to “3.1 Women’s Association in U.S.A.”) 

 대      상 :   유치부 ~ 12 학년 

 접수  마감일  :  2023 년  1 월 31 일까지 우편,이메일 kyomilo@gmail.com 

대회안내 

 대회일시   :  2023 년 2 월 4 일 (토) 오전 9 시 30 분  Zoom Essay Contest 

 대회제목   : 신청서 참조 

 준비물  :      Wide Rule 종이 4 장, 연필/볼펜, 스마트폰/컴퓨터,동영상 접속준비 

시상내역 

                                         수상자수 시상내역 

대상 1 명(10-12 학년) 상장 및 상금 $1,000  

 

각학년별 1,2,3 등 00 명 상장 및 상금 

장려상 00 명 상장 및 상금 

입선 00 명 상장,선물 

 
 

 

문의사항  Tel  :    213-210-4904  /  949-466-9984 

  

주소  :  981 S. Western Ave. #302, Los Angeles, CA 9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