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2020학년도 1학기
학습 성공스토리 공모 『단짠 라이프』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창의융합역량 강화와 학생 자신감 향상 및 자기주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 성공스토리’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습 성공스토리란, 지금까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라 효과적으
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조선대 여러분들의 다양한 학습 성공스토리 공모를 통해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될 만한 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공유하고자 하오니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5.
교수학습지원센터

1. 공모 주제: 학습 성공스토리 『단짠 라이프』
- ‘단짠 라이프’라는 제목과 같이 성공뿐 아니라 실패한 스토리도 모두 포함
하여 기획. (예; 실패를 스스로 어루만지는 삶! 등) 실패를 통해 무엇을 성찰
했고, 성공을 향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위주로 구성
- 학업에서의 성과뿐 아니라 습관개선, 취미활동 등을 통한 자기계발 등 개인
의 성취와 관련된 내용

및 하나의 과제 성공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위주로 기획
- 교과(수업) 경험을 통한 학습 성공스토리(학습 방법 및 수업 듣기 노하우, 노
트 필기 전략, 팀 프로젝트 성공사례 등) 또는 비교과 경험을 통한 학습 성
공 스토리(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활동을 통한 자기 계발 사례, 수상 경험 등)
를 담아 기획
2. 공모 절차
홍보 및
접수 실시

⇒

1차 후보작
심사 및
결과발표

⇒

본선 발표회
실시

⇒

최종 수상작
선정 및
결과발표

- 신청 접수: 2020. 06. 15.(월)∼2020. 07. 24.(금) 15:00까지

⇒

홈페이지
게시

- 1차 후보작 발표: 2020년 7월 31일 예정
- 본선 발표회: 2020년 8월 중(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 예정)
- 최종 결과 발표: 2020년 8월 중
3. 신청 대상
- 조선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 개인 또는 팀(2~3인) 구성(공동제작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될 경우 팀으로
시상하며, 1/n로 분배하여 시상금 지급)
※ 편입생/외국인/만학도/장애학생으로서 대학생활 적응 등의 내용으로 응모시 가산점 부여

4.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 신청서 및 기획안 작성(A4 2매 이내, 기획의도, 작품설명 등)
- 10분 내외(최대 15분)의 영상 제작 후 유튜브 업로드
-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chosun.ac.kr/ctl)에 신청서, 유튜브
링크 첨부
5. 제출 규격(수상 시 영상 파일 반드시 제출)
- 10분 내외(최대 15분) mp4 파일
- 영상크기(해상도) 1280×720 이상, 용량 최대 2G 미만
6. 참여 혜택 및 시상 내역
- 참여혜택
① CU-SP 문화마일리지 지급: 5~50점, 순위별 차등 지급
② 참가기념품 지급: 신청자 선착순 50명 스타벅스 커피쿠폰 지급
- 시상 인원(총 7명): 대상(1명, 상금 50만 원), 최우수(1명, 상금 30만 원), (우수
2명, 상금 20만 원), (장려: 3명, 상금 10만 원)
7. 기타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 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기존 공모전 출품작과 유사
한 작품은 입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됩니다.
-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
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영상은 순수 창작물이여야하며, 수상작 선정 후에 모방, 차용, 표
절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출품작의
저작권 등의 분쟁에 따른 모든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