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대학혁신지원사업 사례공모전

대학생활 실천사례 영상 공모전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에서는 재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한 성장과 변화 스토리를 영상
으로 공모하고자 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질 높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들의
제공을 통해 학부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재학 중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한 역량개발 및 자기계발 노력 사례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학부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응모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자기개발과 성장스토리
2. 응모형식: 3분 내외의 동영상 파일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다큐멘터리, 브이로그, PT발표 등)
3. 응모자격: 학부생 3인 이내의 팀으로 지원 가능
4. 제출기간: 2021년 12월 1일(수)~2022년 1월 7일(금)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an_sohyun@dankook.ac.kr)
6. 제출서류
- 지원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동영상 파일(3분 내외)
7. 문의사항: 대학혁신사업단 031-8005-2735/2739
☐ 심사 및 시상개요
1. 심사기간: 2022년 1월 10일(월)~14일(금)
2. 심사발표: 수상자에 한해 개별 연락(※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심사기준
-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성장과 변화에 대한 주제 적합성
- 작품의 전달력, 표현력
- 경험의 주도성, 도전성 등
4. 시상규모: 상금 및 총창명의 상장

- 대상(1팀): 70만원
- 최우수(2팀): 50만원
- 우수(3팀): 30만원

☐ 유의사항
1) 타 공모전의 수상작품 및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표절은 심사 및 수상에서 제외
2) 수상작품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단국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에 귀속
3) 수상작품은 대학혁신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음

☐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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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프로그램

첨단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디자인씽킹 워크숍, 크리에이티브톤경진대회,
D-MOOC 수강)
EduAI센터(인공지능 단아이, EduAI 서포터즈 등)
교수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학생자문단, FAME:교수학습공동체 등)
성과평가센터(영웅스토리 시스템 활용, D3인재 공모전 등)
BSM센터 운영프로그램(e-Math레벨업, 기초수학클리닉 등)
글쓰기센터 운영프로그램(DKU라이터, 글쓰기 특강, 대회, 북콘서트 등)
인성교육센터 운영 프로그램(DK삼국지, 힐링음악회, 부모님전기써드리기 등)
자유교양대학 운영 프로그램(중핵/공통교양과목 수강, 명사초청세미나, 독후
에세이 경진대회 등)
취창업지원센터(진로처음시리즈, 진로레벨업시리즈, 진로실행력갑시리즈 등)
상담센터(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 상담수기 공모전, 심리검사DAY 등)
기타(DK로드맵,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마이크로전공 및 모듈형 전공
참여학생, 도서관 ALC 활용 등)

학부생 연구트렉제(VIP) 참여 활동 등

산학
창업 장학금, 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멘토링 등
프로그램
※ 개인(팀)별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학혁신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개별 부서(센터) 또는 대학혁신사업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