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Education  Magazine6

EDU CALENDAR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우주에 관심 있는 중·고등 청소년을 대

상으로 진로 캠프를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우주 영상물 상영을 시

작으로 연구원 견학·진로 멘토링·모형 인공위성 제작·로켓 제작과 

발사로 이루어진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주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상 중·고

접수 7월 16일(중등)·17일(고등)부터 선착순

문의 042-870-3657

달 착륙 
50주년, 

나도 우주인!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이 주의 추천 활동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와 동북아역사

재단이 함께 중·고등 외교대사를 모집

한다. 선정되면 일본에 의해 왜곡된 독

도·동해·한국 역사를 찾아내어 전 세

계에 올바른 한국 알리기를 진행한다. 

미션 활동 우수자에 한해 ‘글로벌 역사

외교대사 임명장’이 수여된다.

주최 반크

대상  중·고

접수  7월 18일까지

문의  02-921-3591

 진로·체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_ 
글로벌 역사외교대사 
25기 모집

PEACE.PRKOREA.COM

툰자(TUNZA)는 2003년 UN환경계획에

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환경 분야

에 장기적으로 참여시키고자 채택한 전

략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국립횡성숲체원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의 숲’을 주제로 7월 24~26일 2박 3일

간 교육을 받는다. 중학생 대상이며, 참

가 비용은 30만 원이다.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주최  UN환경계획한국협회

대상  중

접수  7월 14일까지

문의   02-720-1011

 진로·체험 

나는야 글로벌 환경 리더_ 
2019 툰자 에코 리더십 캠프

UNEP.OR.KR

지구를 넘어 저 먼 우주로!_ 
2019 여름방학 항공우주 
진로 캠프

KARI.RE.KR

리포터가 찜한

항공우주·환경·외교 활동

중·고등 캠프의 접수 시기가 다

르니 참고하자. 각각 선착순 40명까

지 신청 가능하고, 7월 1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번 접수한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대전에 위치한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중등은 8

월 7일, 고등은 8월 9일에 

교육을 받는다.

REPORTER’S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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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트의 거장이자 현대미술의 대표적 아이

콘인 앤디 워홀이 ‘프랑스 회화의 마지막 거

장’이라 칭했던 화가, 베르나르 뷔페. 그의 사

후 20주년 기념 회고전이 열린다. 한국에서 

펼쳐지는 첫 단독전으로 규모도 크다. 3~4m

가 넘는 대형작품을 포함해 대표적 유화 92점

을 만나볼 수 있다.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1층  

기간  9월 15일까지  

문의  02-580-1300

 전시·공연 

피카소의 대항마라 불린 프랑스 
천재 화가_ 베르나르 뷔페 展

7.11~7.17 JULY 2019

엄격한 가톨릭 기숙학교에 다니는 남

학생 네 명이 학교가 금지한 <로미오

와 줄리엣>을 읽으며 일탈에 빠지는 

이야기다. 학생들은 학교 몰래 역할극

을 이어가며 현실에서의 금기와 억압, 

편견에 대해 고민한다. 학생 역을 맡

은 배우들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연기한다. 현

실과 역할극을 오가는 배우들의 열연

이 재미를 더한다.

장소  서울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

기간  9월 29일까지

문의  02-3485-8700

 전시·공연 

불친절한 셰익스피어의 변주_ 
연극 <알앤제이>

우리가 대대손손 지켜나가야 할 땅, 독

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청소년들에

게 함양시키고자 ‘독도사랑 UCC 공모

전’을 개최한다. 독도사랑의 의미와 주

제를 창의적으로 구성한 자유 형식의  

영상작품을 제작해 유튜브 개인 계정

에 업로드한 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

해 접수하면 된다. 

주최  교육부

대상  중·고

접수  9월 9일까지

문의  02-2000-1804

 공모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_ 
제6회 독도사랑 UCC 공모전

DOKDOLOVE.OR.KR

공모전 

알리미

공모전 분야 대상 주최 마감일 문의

제2회 전국 청소년 

일본군 ‘위안부’

시화 공모전

시화 초·중·고 여성가족부 7월 31일 055-649-8150

제6회 전국 청소년 

윤동주 시화 공모전 
시화 중·고 종로구 8월 9일 02-6203-1155

제4회 자원재활용 

공모전

포스터

영상
초·중·고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8월 14일 070-7039-4614

WAF 2019 제14회 

애니메이션·웹툰 

공모전

애니메이션

웹툰
중·고 문화체육관광부 8월 20일 062-674-4091

2019 직지사랑 

전국백일장 공모

시·시조

산문
초·중·고

세계직지

문화협회
 9월 27일 043-219-1192

뷔페는 우리에게 낯설다. 피카

소와 마티스·칸딘스키·몬드리안 등 

기라성 같은 화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했

으니 상대적으로 더 그렇다. 추상화가 대

세였던 당시 구상회화를 고집해 자신만의 

화풍을 이룩했으며 파킨슨병으로 더 이

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어 자살로 생

을 마감할 때까지, 50년 동안 8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의 발

자취를 따라가보자.

REPORTER’S T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