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과 상품이 걸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 모든 중학생들과 환경 운동가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역은 우리 모두의 터전"(We All Live in a Watershed)을 주제로 한 포
스터 공모전
NYS 환경 보호부(NYS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뉴욕 수자원 환경 협회(New York Water Environment Association) 후원

공모전 주제

상장과 상품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은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
칩니다. 본 포스터 공모전은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는 인근 유역에서의 역할
과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한 수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도
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가자마다 인증서가 수여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유역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 어떤 것인지 알
리세요!
포스터는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포스터 요건
포스터에는 컴퓨터로 제작된 포스터나 그래픽이 아닌, 오직 손으로 그린
원본 삽화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예: 슈퍼맨, 배트맨
등) 및 클립아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료:

수채화, 펜과 잉크, 크레용, 분필 및 마커 등 어떤 종
류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

8 ½” x 11”, 가로 레이아웃

배경색:

흰색만 해당, 색 배경은 제외

포스터는 공개용이므로 일반인 누구나 쉽게 보거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포스터 입상작은 2022년 달력에 넣어 배포할 수 있도록 편집됩니다.

우수 포스터 14점을 선별한 후 2022년 달력에 넣어 뉴욕주 전역에 배포됩
니다.
우수작을 제출한 14명의 학생들에게는 액자에 넣은 포스터와 NYWEA 지
역 행사 초청장을 증정합니다.

참가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뉴욕주 공립 및 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포스터 공모
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는 한 명당 한 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사 절차
DEC 및 NYWEA 직원은 모든 포스터를 심사 후 우수작 30점을 선정합니다.
NYWEA 회원 및 DEC 직원은 우수 포스터 14점 중에서 투표로 최우수작을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
•
•
•

메시지는 문자와 삽화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것
창의성, 독창성 및 예술적일 것
눈에 잘 띌 것

주의 사항
•
•
•

출품작은 포스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첨부된 공모전 양식은 포스터 뒷면에 붙여주십시오.
제출된 모든 작품은 NYSDEC 및 NYWEA의 자산이 되며 복제됩니다.

주어진 과제를 연구하세요
포스터에 공모전 주제가 반영되도록 "유역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라는 주제를
연구하십시오.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NYSDEC – https://www.dec.ny.gov/chemical/74997.html – 유역에 대한
정보
• NYSDEC – http://www.dec.ny.gov/public/43661.html – 수자원을 깨끗이
지키는 방법
• NYWEA – www.nywea.org – 신간 ‘Value of Water Children’s Book’(수자
원 가치 아동 도서) 포함
• USGS 수자원 연구소 – http://water.usgs.gov/edu
• EPA 어린이 과학 페이지 – www.epa.gov/students

이전 수상자를 보고 싶으시거나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웹 사이트
www.dec.ny.gov/education/32108.html 및 www.nywea.org를 방문하시거
나 NYSDEC의 Cassandra Davis에게 (518) 402-8152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공모전 양식: 잘 보이도록 정자체로 작성해 주십시오.
***해당 양식은 포스터 뒷면에 붙여주십시오***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수업 계획 아이디어
교사용 PPT 및 학생용 워크시트로 된 "We All Live in a Watershed"에 대한 수
업 계획이 개발되었습니다(https://www.dec.ny.gov/education/32108.html에 게
시됨). 이 수업에는 유역 찾기 및 유역의 가능한 오염원 식별 방법 등이 들어 있
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유역 내 오염을 줄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책
을 서로 강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T(Water Education for Teachers, 교사를 위한 수자원 교육) 프로젝트는
K-12 교실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혁신적인 수자원 관련 활동 모음입니다.
뉴욕주의 WET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C 웹 사이트
www.dec.ny.gov/education/1902.html을 방문하십시오. 추가 자료는 WET 프로
젝트의 국가 웹 사이트 (http://www.projectwet.org)에서 제공됩니다.

시: _____________________ 주: _______ 우편번호: ___________

주제 요약
사람들의 활동은 물로 유입되어 물을 오염시키는 살충제, 애완동물들의 배설
물, 쓰레기, 심지어 버려진 토양과 같은 오염물을 남깁니다. 적절한 비료 살포,
정화조 유지 관리, 해안선을 따라 묘목 심기(방조제 구축), 애완동물 배설물 치
우기, 레인 가든 조성, 펌프 아웃 보트의 적절한 사용 및 하수 유출 방지 등 사
람들이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지방이
나 기름은 물론 기저귀, 유아용 물티슈 또는 개인위생 제품을 변기물에 버리지
마십시오).

공모전 양식:
각 포스터마다 포스터 뒷면에 확실히 붙은 공모전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
된 공모전 양식이 붙지 않은 포스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모전 접수처:

NYSDEC – Calendar Contest
625 Broadway, 4th Floor
Albany, NY 12233-3508

교사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전화번호: (

) ___________________

본인은 본 포스터 작품 제작자가 위의 학생이며 본 포스터는 이 학생이 제작
한 원본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본 포스터 작품이 공모전 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일반인에게 전시 또는 출판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는 데 동
의합니다. 본인은 본 포스터 작품이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재산이 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공개될 예정인 유일한 정보는 학생의 이
름, 학년 및 출신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정자체 이름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날짜

***해당 양식은 포스터 뒷면에 붙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