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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2018 국민외교 UCC 공모전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 UCC 형태의 순수 창작물로
동영상과 카드 뉴스 부문에 응모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확인하자.
접수 12월 9일까지
주최 외교부
문의 02-2100-8279

FRI

매일 입는 교복을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디자인하거나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보낼 신발을
채색하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며,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활동까지, 선한 의도로 실행하는
이 모든 것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배경이 된다.
더 나은 세상은 현재를 개선하고
불편을 덜어주는 배려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에 공감한다면 이번
기회에 변화를 주도해보자.

주최 측은 “‘나와 외교부’를 주제로
한 UCC는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UCC 업로드 URL 페이지에 접속해
평가한다 . 출품작은 주제 적합성
(30%), 메시지 전달력(30%), 영상
완성도(20%), 창의성(20%)으로 구
분해 엄정하게 평가한다”고 설명했
다. 최종 심사와 수상은 국민 심사
단이 참여하는 현장 시사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사전 선별된 15
편에 대해 심사하고 수상자 선발과
시상까지 진행한다.

체험

중·고 GAMEX 2018 치대 진학 희망 학생 진로 교육

SAT

더 나은 내일
만들어보자

만화를 좋아하는 청소년이 눈여겨보면 좋을
공모전이다. 주제는 자유. 카툰 일러스트,
칸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웹툰 부문으로
출품할 수 있다. 작품은 우드락에 부착한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power1318.org)에서 확인하자.
접수 12월 1일까지
주최 청소년만화축제 조직위원회
문의 051-868-0750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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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진로 강연과 체험
행사에 참여한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3시간의 봉사 시간을 부여받는다. 참가를
희망한다면 온라인 신청서(goo.gl/forms/cqhkOvRZzYO4PAA83)를 작성한 후
접수하자.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일정 12월 8일 장소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7호)
주최 경기도 치과 의사회 문의 031-248-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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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주최 측은 “교복을 편안하게 입고 싶
은 학생들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열리는 공모전이다 . 원하는 교복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기
회다. 공모전 신청서에는 작품에 대
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작 소재
와 부자재의 특징, 디자인 콘셉트까
지 정리해 제출해야 하니 주의하라”
고 설명했다. 또 “공모 주제와 방향에
부합하는지, 경제성과 상품화 가능성
이 있는지, 참신한 아이디어인지, 트
렌드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공모

중 2018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교류 참가자 모집
일본 청소년들과 오사카 교토 지역을 탐방하며
서로 다른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기회.
홈페이지(www.mizy.net) 공지사항의 참가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79만 원이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접수 12월 9일까지
주최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장소 일본 오사카, 교토
문의 070-4667-3781

체험

이 주의
추천 활동

BEST

중·고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
기능성, 활동성, 편의성을 갖춘 편안하고 실용적인 교복
디자인을 공모한다. A4 용지 크기에 채색을 포함한 디자인
스케치를 완성 후.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sen.go.kr)에 첨부된 관련 서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12월 14일까지
주최 서울시교육청
문의 02-3999-086

고 서울대 동계 공(工)드림 캠프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대상의 공학 교육 캠프.
3개의 실험으로 구성된 공학 교실, 멘토 3명 멘티 9명을 1조로 한
멘토링, 공학 경진대회와 모의 창업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ens.snu.ac.kr)에 안내돼 있다.
접수 12월 21일까지
주최 서울대 공과대학 사회봉사센터공헌
장소 DB인재개발원
문의 02-880-2277

체험

초·중·고
2018 힐링슈즈에 날개 달기 봉사 참가자 모집
라오스 빈민층 어린이에게 전달할 운동화에 그림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도 쓰는 봉사에 참가해보자. 활동한 2시간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www.bluecross.or.kr)를 참조하자.
일정 12월 29일
주최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블루크로스의료봉사단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
문의 02-757-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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