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 온라인 교육박람회

『레고! 뮤지엄 드로잉 콘테스트 수상자 발표 및 시상안내』

짧은 기간에도 열의를 가지고 ‘2020 레고! 뮤지엄 드로잉 콘테스트’에서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번 행사를 더욱 의미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관찰에 상상력을 더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낸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콘테스트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충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충북대학교 박물관 박순걸 관장님과 이소영 학예실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고! 뮤지엄 드로잉 콘테스트 심사평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된 충북박물관미술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교육박람회의 일환으로  

실시한 ‘레고 뮤지엄 드로잉 콘테스트’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는 행사가 아닌가 한다.

특히나 시대의 변화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행사 역시 교육프로그램 강화의 일환으로 현 시점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여 또 하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콘테스트에 참여하여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경험들

을 하였을 것이다. 상황이 좋지 못했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빛내 주어 감사하다는 마음이다.

예술, 특히나 미술에서의 콘테스트는 우열을 가린다는 의미보다는 참여하여 작품의 대상을 생각해 보고 그것

에 몰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도 그 시간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사를 주관한 충북박물관미술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과 노고도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특히나 상황을 예측하기조차 쉽지 않은 요즈음,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충북박물관미술관협회의 진화를 기대해 본다. 

심사위원장

충북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김정희

---------------------------------------------------------------------------------------------------------------------------



구분 이름 학교학년 작품제목

협회장상

(1명)
염*민 대성초6 표류하는 사물들과 묵시의 시대

최우수상

(3명)

김*현 대성초6 표류하는 새와 대화하기

김*리 탄금초4 쉐마미술관

박*채 서현초1 엘사가 있는 겨울 미술관

우수상

(6명)

김*영 장락초6 도근 측량 모습

김*언 서초초1 철

전*인 서경초4 재미없는 조각상

정*나 청주여중1 아주 아주 얇은 날개

조*서 개신초1 청자상감 양국 명합

최*진 내덕초1 마스크를 쓰라는 로봇에 걱정

장려상

(12명)

권*은 산남초3 Drift

권*아 신일초3 코끼리를 삼킨 주전자

김*림 봉명초3 하늘을 날아

김*기 수곡중2 fly to the sky

박*혜 창신초1 바퀴달린 새

배*우 내수중2 내사랑

이*준 신천초2 잠자리의 나라

장*원 서현초2 마법에 걸린 지구

장*서 서현초4 앵무새

조* 장호원초3 새들의 놀이터

채*아 개신초3 자비로우신 이제마선생님

최*선 세명고2 임야측량 실습

● 드라이브 스루 시상식

   『레고! 뮤지엄 드로잉 콘테스트』수상작 중 협회장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시상합니다.

    - 일시 : 2020. 8. 23(일) 오전 11시

    - 장소 : 충북대학교박물관 앞마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043-261-2902)

● 입선 수상자

   입선자는 충북대학교박물관에서 상장과 소정의 선물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세요.

    - 기간 : 8. 24(월)~28(금) 오전10시~오후6시

● 수상자 명단(가나다 순)



구분 이름 학교학년 작품제목

입선

(63명)

강*은 가경초6 모태 솔로 동상

강*서 Homeschool 5 우민 아트센터에서 민성홍의  
비정형을 보고

강*아 중앙초2 카페우민

강*서 Homeschool 1 우민 아트센터

권*준 비봉초4 미술관에서 본 풍경

권*진 비봉초6 미술관 앞에 있는 풍경

김*민 장호원초3 철박물관애크로크

김*리 동인초2 대왕 거북이

김*리 비상초3 주스를 마시며

김*린 죽림초2 박물관 나들이

김*정 충주중앙탑초3 내가 좋아하는 철박물관

김*현 장호원초3 철 3형제

김*훈 한천초4 칼과 망치

김*혁 제천동중1 수준측량

김*환 복대중2 온실 속 잡초

김*민 중앙초5 평판측량기

김*연 서초초5 짱 멋진 아랍칼

김*형 의림여중3 측량교과서

김*우 대성초3 가변성을 위한 연습(우민아트센타)

김*영 양천초3 메가 메가 바람게비

김*헌 중앙초1 지적박물관 필리핀 미고롯족 마니또

나*욱 장신초5 들판 음악회

문*준 오성중1 김홍도 모상

박*진 서현초3 발

박*정 서현초6 방황

박*진 운천초4 미술작품 감상

박*미 상업고2 하천측량실습

박*은 서재초1 나 허준에게 치료받다

배*현 내수초3 꽃마당

백*준 수정초5 소중한 누에

빈*현 덕벌초2 펴진산

성*진 청주여고3 두루봉 동굴곰의 머리

유*우 연풍중1 시대를 앞선 타자기

유*우 연풍초3 가을

윤*현 선화예술중3 인지의 (추상도)

윤*서 내수초5 비스듬한 경계

윤*재 내수초2 비스듬한 경계

이*빈 의림여중3 남대문수준측량



구분 이름 학교학년 작품제목

이*란 내수초2 아름다운 손

이* 장호원초1 철박물관

이*민 대제중1 인지의 (추상도)

이*율 경덕초1 빛이 나는 여름

이*림 중앙초4 삼각점

이*은 청운초2 철과 나무

이*현 청운초5 무제

이*늘 장호원초3 알록달록철박물관

이*준 신천초4 철의 존재

장*솔 내수초2 　

장*진 내수초3 비스듬한 경계

전*준 서경초2 매달려있는 풍경화

정*린 남성초6 레츠고미술관

정*율 남성초4 레고!(Let's Go!)

정*후 명덕초1 신비로

조*주 개신초3 이제마 선생님

조*영 대광초4 과거, 현재

최*열 내수초3 쉐마미술관

최*진 내수초5 쉐마미술관

최*용 괴산중1 그리기 싫은 마음을 닮아

최*준 동중1 기리고차

최*진 내수중2 미술관

허*유 비상초2 즐거운 미술관

황*현 영호초6 전기로와 풍경

황*슬 영호초3 그림 속 풍경

꿈나무상

유치부

(11명)

김*륜 동인유치원 벽돌실은 코끼리  화석

박*완 당근과 토끼 스테고 사우루스

박*혜 예아뜨유치원 미술관에 갔어요

성*규 새동신유치원 공룡들

성*규 이지유치원 공룡탐험

송*린 아이엘 유치원 가변성을 위한 연습

연*아 성신유치원 나비의 집: 박물관

연*원 성신유치원 박물관 유럽집

유*우 연풍유치원 　

정*민 명덕유치원 박물관이 살아있다!

허*안 -　 이안

2020년 8월 21일

사단법인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