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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나들이가 힘든 요즘, 내 
방에서 편안히 유명 화가의 그림을 
감상해보자. 미리 보기 후 클래스e 
월 구독권을 4천900원에 구입하면 
된다. 본방에서 본 후 다시 보고 
싶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흥미로워서 등의 이유로 
찾는 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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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추천 활동

서울시는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대상의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 부문은 글 기사와 영상 기사 

두 부문이다. 글 기사는 A4 용지 2매 이내의 기획 기사·칼럼 기사·인터뷰 기사이며 보도사진을 1

매 이상 첨부해야 하고, 영상 기사는 4분 이내의 영상 취재 기사·앵커 브리핑이며 분량은 1GB 이내

여야 한다. 특히 영상 기사는 기존의 뉴스 제작 형식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뉴스를 접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다른 언론 보도 형식도 권장한다. 주제는 제한이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

과 생각을 담아 기사를 제작하고 미래 언론인의 꿈을 키워보자.

주최  서울시

대상  중·고

접수  10월 30일까지

문의  070-7165-1033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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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청소년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사회 이슈 

마른 땅에 단비처럼 감수성을 깨워주는 미술 강의. 로트렉, 모딜리아니, 클림트, 고갱, 

무하 등 20세기 초 근대를 대표하는 화가 5인의 작품 세계를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

한다. 한 편의 자서전을 읽듯 화가의 성장 배경과 시대 상황을 설명해 작품의 이해를 

돕는다. 목이 길어 유명한 모딜리아니의 그림 속 여성은 왜 파란 눈에 눈동자가 없을

까? 그림도 보고, 화가도 알아가는 일석이조의 강의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장소 EBS 클래스e

기간 상시

문의  1588-1580

시대의 벽에 막혀 말할 수 없었던 진실을 연구했던 두 학자,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노

래. 갈릴레오에게 보낸 케플러의 편지에서 출발해 17세기 당시 금기시됐던 지동설을 

연구하기 시작한 두 학자의 진실을 찾는 여정을 노래한 창작 뮤지컬. 진실을 마주해

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무대·조명·영상이 삼

위일체를 이뤄 실제 우주 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는 관람 평이다. 초·중·고

등학생은 A석 50%의 할인 혜택이 있다.

장소  대학로 아트원씨어터1관

기간  10월 25일까지

문의  070-7724-1535

언론
대회

EBS 클래스e <도슨트 정우철의 미술극장> 

CLAsse.eBs.Co.KR/CLAsse/DetAIL/134082

전시
공연

뮤지컬 <시데레우스>

지원을 원하면 유스내비 홈페이지
에서 회원 가입 후, ‘청소년 기자단’을 
클릭해 ‘청소년 뉴스’의 글쓰기에 등록
한다.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
를 다양하게 다룬다. 지난해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시상식은 
11월 21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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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해설진흥원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과 역사를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국어 궁궐해설사를 모집한다. 11월 14일부터 수업이 시작되

며, 매주 한 번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과정을 이수하면 월 1회 4시간의 봉사 시간

이 인정되는 해설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손용해의   

<경복궁>을 참고하면 수업이 더 재밌어진다. 비용은 6개월에 69만 원이며 교육과

정 세부 사항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   한국역사해설진흥원

대상  초·중·고

접수  11월 13일까지

문의  02-6398-7997

청소년 국어 궁궐해설사
M.BLoG.NAVeR.CoM/tHeGUNGGWoL/222084463019

카오스 재단은 ‘2020 가을 카오스 강연’에서 ‘AI, 미래로 가는 기차’를 주제로, 최

고 전문가들로부터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 듣는 시간을 준비했다. 10월 

28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황유근 교수의 ‘딥러닝으로 엘니뇨 예측하기’, 11월 

11일 카이스트 AI대학원 최재식 교수의 ‘AI의 사고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등 전

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신기술을 체험해보자.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수

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네이버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다.

주최  카오스 재단  

대상  중·고

장소  온라인 생중계

문의 02-6367-2014 

2020 카오스 강연 
‘AI, 미래로 가는 기차’ 
YoUtUBe.CoM/C/
KAossCIeNCe

역사
체험 

과학
체험

공모전

알리미

공모전 분야 대상 주최 마감일 문의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우리의 일상 

공모전

영상·사진

그림
초·중·고

EBS

다큐프라임 

10월 

18일
02-526-2723

코로나 일상 

집콕놀이 공모전
동영상 초·중·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월 

24일
02-739-3948

2020년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콘텐츠 공모전 

사진 초·중·고 여성가족부
11월

1일
02-330-2897

제2회 

국립임실호국원 

나라사랑 시 공모전

시 초·중·고 국립임실호국원
11월 

6일
063-640-6033

제22회 의정부 

전국문학 공모전

시·수필

소설·동화
중·고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11월 

13일
031-837-9000

도심 속 단풍 여행지, 아차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단풍 여행지로 강추하

는 곳이다. 한강과 도시 전경이 어우러진 전망과 흥미로운 유

적이 많아 수고로움에 비해 얻는 보람이 크다. 아차산은 해발 

287m의 낮은 산이라 가볍게 등산하기 좋고 백제가 쌓은 산

성이 남아 있어 역사 교육에도 좋다. 코스를 달리하면 워커힐 

호텔 주변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아차산 생태공원

과 고구려대장간마을 야외전시관을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한강과 한눈에 보이는 서울 풍경도 멋진 볼거리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경기 구리시 아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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