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구분 내역�

최우수상� (1명) 10만원

우수상� (2명) 7만원

장려상� (3명) 5만원�

씨드스쿨 제 4회 꿈프로젝트 공모전

<씨드 챌린지> 

∎꿈프로젝트 공모전 <씨드 챌린지> 란 ? 
  씨드스쿨 제 4회 꿈프로젝트 공모전 <씨드 챌린지>는 2017년 2학기 씨드스쿨에 창의코

칭 과정에 참여하는 T와 seed의 꿈프로젝트를 응원하기 위해 씨드스쿨 운영팀이 마련한 공

모전입니다. 씨드스쿨은 각 현장의 T와 seed가 꿈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 하는 

것을 즐기며 성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공모전을 열고자 합니다. 자신만의 꿈 프로젝

트를 진행함으로 T와 seed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알아가는 경험 및 목표하

는 것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모전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발되는 

T,SEED에게는 씨드스쿨에서 주관하는 겨울여행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공모조건 

 1) 자료에는 '프로젝트 선정이유', '진행과정', '결과', '느낀 점'이 포함되어야 함. 

 2) PPT나 프레지로 자료 제출 시 발표 대본 또는 설명서 제출. 

∎참여대상 : 씨드스쿨 9기 창의코칭 참여자 (seed(staff), T) 

∎접수방법  

  1) SEED 부문 : 씨드스쿨 참여 시 자동 출전 

  2) T 부문 : 온라인 접수 (green@seedschool.kr) 

            * 참가 신청서와 꿈프로젝트 자료(PPT, 프레지, UCC, 폰트 등) 이메일로 제출

            *파일명은 “프로젝트명_학교현장_지원자이름.zip” 으로 제출

∎진행일정 

  1) 접수 마감 : 2017년 12월 03일(일)까지 (※ 기간 내 접수자에 한해 선발)

  2) 심사 : 2017년 12월 04일(월) ~ 12월 11일(월)

  3) 발표 : 2017년 12월 15일(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 통보 

∎선발특전 

  1) SEED 
     ㅁ 우수 프로젝트 상장 수여  
     ㅁ 씨드스쿨과 함께 떠나는 ‘겨울여행’ T와 함께 참가 가능 (1월 둘째 주 예정)
  

  2) T
      ㅁ 우수 프로젝트 상장 수여  
     ㅁ 씨드스쿨 Secret Party 참여 초대권 증정 
     ㅁ 소정의 상금 지급 



∎심사기준 : 꿈프로젝트에 대한 ‘진정성’을 기반으로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선발함.  

             ① 순수하고 타당한 동기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기획했는가?

             ②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주체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가?

             ③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가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는가?

             ④ 커플(T&seed) 모두 참가 시 가산점 부여.

∎유의사항 

 1. 심사결과에 따라 분야별 입상인원이 변동되며 상장은 (사)대한민국교육봉사단 명으로 

   수여됩니다.   

2. 응모작의 저작권은 씨드스쿨(대한민국교육봉사단)에 귀속되며, 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되어 홍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씨드스쿨 운영팀 (070-4351-5522 , green@seedschool.kr)    

∎주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