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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추천 활동

작은 관심에서 
시작하는 
환경 사랑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현대 추상회화의 아버지 칸딘스키의 작품

세계를 현대작가들이 미디어아트로 재해석

한 전시회. 1관에서는 칸딘스키와 그의 작

품을 주제로 한 뉴미디어아트를, 2관에서는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테마로 대중

음악을 그리는 현대작가들의 작품들을 전

시한다.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기간  3월 9일까지     

문의  02-816-9400

칸딘스키 미디어아트 &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없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 17명의 작가들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각자만의 개성으로 해석해 다양한 방법으

로 시각화한 작품들은 우리네 삶을 통찰하

게 만든다. 2월 26일 오후 2시에는 큐레이

터와의 대화도 가능하다.

장소  서울대 미술관     

기간  3월 12일까지      

문의 02-880-9504

시간을 보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꿈꾸는 푸른교실(꿈푸)에

서는 환경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나누고자 19기 꿈푸 환경기

자단을 모집한다.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2건의 기사를 작성하면 

대학생 멘토와 ‘꿈푸샘’이 피드백을 제공한다. 나만의 기사를 작

성하며 환경 운동에 동참해보자. 

19기 꿈푸 환경기자단 모집

www.E-gEn.co.kr

주최  삼성엔지니어링   

대상  만 10~19세 청소년  

접수 2월 23일까지(발대식 3, 4월 추후 공지)

문의  02-2053-2297

학생 선발 기준은 ‘지원 동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활동에 대한 의욕을 보이면 

기자단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발대식에서는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외부 과학 전문가의 강연

을 듣고 질의응답할 기회도 있다니 참고하자. 

기자단이 되면 매달 대학생 멘토가 정한 환경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 토픽 1개, 지정 토픽 

1개 등 총 2개의 환경 관련 기사를 작성해

야 한다. 현재 18기 기자단 학생들의 

주제는 ‘환경 관련 미디어 관람 

후기’다.

RepoRteR’s tIp

체험
진로

전시
공연 칸딘스키의 원작을 전시하지는 않지

만 다양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으로 만

나보는 재미가 있다. 강렬한 시청각 에너

지가 전달돼 아이들과 함께 보기 좋다.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당일에도 10% 할

인을 받을 수 있다. 매일 11시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1시간 간격으

로 도슨트의 해설도 

제공한다. 

RepoRteR’s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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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의 올해 첫 항공우주캠프가 2월 19일부터 3일간 접수를 진행

한다. 공군을 이해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키우며 청소년들의 협

동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하단에서 항공우주캠프

란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80명 마감.

주최  공군사관학교

대상  중2~고2 남·여      

접수  2월 19~21일 

기간  3월 23~25일

문의  043-290-6901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캠프

www.afa.ac.kr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기획, 경험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드림이 5기’를 모집한다.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를 작성해 이메일(dreamwanda@gmail.com)로 지원하면 된다. 반드시 접

수 후 전화로 확인하길 권한다. 월 2회, 회당 2시간 정도 지역 아동센터나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봉사 시간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눈여겨보자. 

주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대상  14~19세 청소년   

접수  2월 21일까지 

기간  3~11월 

문의  02-2051-3750

청소년 봉사 동아리 드림이 5기 모집

www.drEamcEntEr.or.kr

2.13~2.19 FebRuaRy 2020 

공모전 분야 대상 주최 마감일 문의

2020년 K-water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

영상 

(30초~2분)

초

중

고

환경부
2월 

25일
02-858-1101

제28회 

천체사진 공모전

사진

그림

영상

초

중

고

한국천문 

연구원

2월

28일
042-865-2015 

2020 샘터상 작품 공모

동화

수기

시조

초

중

고

샘터 
2월

29일
02-763-8962

42회 

날씨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초

중

고

끄라몽
2월

20일
1566-6417

제1회 가지각색 가족 

음식 추억 공모전

음식에 관한 

사연 글·사진 

초

중

고

행복한가 

(家)

2월

24일
 070-4251-9263

공모전

알리미

겨울이 성수기! 국립생태원 

www.nIe.Re.kR
국립생태원은 겨울이 성수기인 실내 생태원이다. 메인 테마 

전시관 에코리움에서는 전 세계 5대 기후권 열대 사막 지중

해 온대 극지의 다양한 동식물을 볼 수 있다. 때마다 다양한 

테마로 전시를 여는데, 현재는 <비무장지대> <DMZ 생태이야

기>가 진행 중이니 참고할 것.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9:30~18:00(3월~10월) 

     9:30~17:00(11월~2월) 

     월요일은 휴무

     041-950-5300

THE 

PL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