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과학관공고 제2021 - 16 호

서울시립과학관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 ” 참여자 모집

서울시립과학관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공동으로 청소년들이
책과 과학에 대한 관심을 증진하고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6.
서울시립과학관장
 모집개요

가. 사업명 : 서울시립과학관 &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올해의 과학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참여자 모집
나. 모집기간 : 2021. 8. 16.(월) ~ 2021. 9. 30.(목)
❍ 시상(예정) : 2021. 11. 20.(토)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수상발표 : 2021. 11월 중(과학관 APCTP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라. 참가대상 : 전국 중 고등학교 학생 및 연령대 청소년
마. 공동주체 : 서울시립과학관,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

·

 대상 및 신청방법

가. 대상도서 : 2020년 APCTP 선정, 올해의 과학도서 10권 中 택1

과학의 품격
(강양구)

관계의 과학
(김범준)

남극점에서 본 우주
(김준한 · 강재환)

까면서 보는 해부학 만화
(압듈라)

엔리코 페르미, 모든
것을 알았던 마지막 사람
(데이비드 슈워즈 저, 김희봉 역)

왜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을까
(이한용)

모든 이의 과학사 강의
(정인경)

물질의 물리학
(한정훈)

코스모스 : 가능한 세계들
(앤 드류얀 저, 김명남 역)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월러스 웰스 저, 김재경 역)

나. 독후감분량 : 200자 원고지 15매(3,000자) 이상 30매(6,000자) 이하
(띄어쓰기, 문장부호 포함)
다. 응모방법
홈페이지 접수 : 서울시립과학관(www. science.seoul.go.kr) 또는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www.apctp.org) 접속
하여 팝업창 또는 배너 클릭
 시상내용 및 규정

가. 시상내용

연번
1
2
3
4

수상등위
대 상(시장상)
최우수상(시장상)
우 수 상(소장상)
장 려 상(소장상)

중등부
1명
1명
3명
5명

고등부
1명
1명
3명
5명

상 및 부상
상장, 삼성 캘럭시탭 S6 10.4 Lite
(wifi, 128GB)
상장, 교보문고ebook 전자책
sam7.8+6개월이용권
상장, 문화상품권 10만원
상장, 문화상품권 5만원

나. 시상내용
❍ 대상, 최우수상은 우수작 선정 도서 중 무작위 선정
❍ 우수상, 장려상은 10권의 도서별로 고르게 시상
단, 우수작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음
※ 기타 독후감 대회에 응모했던 원고 및 표절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블라인드 심사 진행
❍ 수상자는 고득점자 순서로 함.
❍ 고득점자 순서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의 순서로 수여함.
 문의

: 서울시립과학관(☎02-970-4552) 또는 이메일(galdarsclab@gmail.com)
(월 ~ 금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