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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준비한 
여름 패키지세트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이 주의 추천 활동

서울대 평생교육원은 청소년들이 대학의 다

양한 학문을 경험해볼 수 있는 방학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은 1주 차(7월 30일~8월 2

일), 2주 차(8월 6~9일)로 진행되며 전공별

로 서울대 교수들이 강의한다. 강의별 계획

안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강의별로 18만 

원(실험으로 이해하는 물리는 20만 원)의 참

가 비용이 있다. 

주최 서울대 평생교육원

대상  중3·고

접수  6월 26일부터 선착순

문의  02-880-9805

 진로·체험 

이 여름, 서울대생으로 변신_ 
2019 여름 ‘미리 들어보는 대학 강의’ 

SNUI.SNU.AC.KR

수의학에 대한 고교생의 이해를 돕는 

아카데미. 고1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고

2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참가할 수 있

다. 수의학과 실습에 직접 참여하고 수

의학 교육의 단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

회다. 학생부 혹은 성적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며 참가 비용은 3만5천 원이다. 

주최  서울대 수의과대학

대상  고1, 2

접수  6월 20일까지

문의   02-880-1209

 진로·체험 

댕댕이와 냐옹이의 
주치의를 꿈꾼다면_
2019 제13회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

VET.SNU.AC.KR

서울대 공대에서는 공학도를 꿈꾸는 고2를 대상으로 ‘청소년 공

학 프런티어 캠프’를 개최한다. 별도의 학교 추천서 없이 지원 가

능하며 캠프 내용은 공학 특강과 연구실 체험, 토론회 등으로 꾸

며진다. 우수 학생에게는 서울대 공대 학장 명의의 수료증과 상

장을 수여한다. 

주최  서울대 공과대학

대상 고2

접수 6월 21일

문의 02-880-9148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 
2019 청소년 
공학 프런티어 캠프

BEENGINEERS.SNU.AC.KR

리포터가 찜한

공학·수의학 활동

캠프는 1차(7월 22~24일), 

2차(7월 31일~8월 2일), 3차(8월

6~8일)로 진행되며 차수별 프로그램은 

동일하다.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선발 

후 공지된 캠프 차수의 변경은 불가하

다. 캠프 기간에 숙박은 서울대 호암 

교수회관에서 이루어지며 참가

비용은 20만 원이다.

REPORTER’S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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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석파정서울미술관

기간  9월 15일 

문의  02-395-0100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 전시다.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어 의식하지 못하

고 놓쳐버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아침 · 낮 · 저녁 · 새벽 시간 순으로 구

성된 4개의 섹션을 통해 관람 여정

을 이끈다. 안 봐도 사는 데 지장은 

없지만, 보면 분명 무언가 가슴에 남

는 전시다.

 전시·공연 

예술의 역설_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없는 
전시> 展

관람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장을 이동하며, 현대인의 일상을 

주제로 한 회화 · 사진 · 영상 · 설치 · 조각 

등 현대미술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우

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24시간 속에 어떤 

예술 현상을 마주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예술로 재탄생되는지 발

견할 수 있다. 특히 각 작품 옆에 전시

를 관람한 관람객의 실관람평이 

댓글 형식으로 전시 돼 눈

길을 끈다.

REPORTER’S TIP  

6.13~6.19 JUNE 2019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니나>가 뮤

지컬로 재탄생했다. 원작의 감동 그대

로 시적이고 유려한 가사가 깊은 감동

을 선사한다. 스케이트장을 방불케 하

는 무대 연출과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LED 스크린, 여기에 당시 귀족의 

의상을 고증한 200여 벌의 의상 등을 

통해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려

한 장면을 선보인다.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기간  7월 14일까지

문의  02-541-6236

 전시·공연 

러시아의 뜨거운 겨울_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온라인 대표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

함은 공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

련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

에게 제공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회 

분야(교우 관계·불편한 교복핏·아이돌 

콘서트 암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 제안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 

주최  국민국익위원회

대상  중·고

접수  7월 15일까지

문의  1600-8172

 공모 

젊은 생각, 정부에서 먹힐까? 
2019 국민생각함 청소년 
IDEA 공모

IDEA.EPEOPLE.GO.KR
공모전 분야 대상 주최 마감일 문의

제25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
운문·산문 고 한국작가회의

6월

22일
02-313-1486

2019 청소년 연극제 

‘안녕! 우리 말’ 
연극대본  중·고

문화체육

관광부 

6월

28일
02-570-5663

2019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지면 광고

정크아트·UCC
중·고 한국환경공단 

7월

31일
02-344-9044

제7회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

독후감

답사기
초·중·고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8월

31일

041-539-

4600

제10회 Win 

Korea와 함께하는 

글쓰기 공모전

글짓기 중·고

한국여성

원자력전문인

협회 

9월

30일

 042-866-

4202

공모전 

알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