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2018

Seventeen Hearts Festival 사회혁신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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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접수기간 : 2018.10.10(수) ~ 11.2(금) 13:00 (마감 : 11.2(금) 13시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이메일(brillsky@hanyang.ac.kr) 송부 (15:00까지 “접수완료”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당일 17:30까지 02-2220-0538로 문의바람.)



주최 :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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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취지



세계시민으로서 UN이 정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에 대한 이해도 제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부 목표까지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나의 전공과의 접점을 찾아 홍보함으로써 우리의 학습과 연구에 대한 비전을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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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출양식 : 카드뉴스
 제작툴 – 망고보드, tyle,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 등 무관
 사용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메일발송양식 : 메일제목과 파일명 동일하게 “SDGs공모전_학과_학번10자리_성명.zip”으로 제출, 메일 본문에 휴대폰 번호 명기요망.



분량 : 총 10장 이내



필수포함 내용
① ‘SDGs의 17개 목표 중 최소 1개 이상(로고)’에 대해 학과 교과목을 통해 전공과의 접점 제시
②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정의’과 ‘솔루션’ 제시
③ 전공과의 연계를 통한 ‘지향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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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심사위원 및 심사결과 통보
심사기준

① 가능한 많은 SDGs를 연결하거나 SDGs의 세부목표를 담을수록 좋습니다.
② 감동적이면서 논리적인 스토리 전개는 기대해봅니다.
③ 창의성이 돋보인다면 성공입니다.


심사위원
① 한양사회혁신위원 중 5인
② 사회혁신센터 직원 5인



심사결과 통보 : 11.9(금) 13:00 예정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으로 개별연락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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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일정 및 내역
발표 및 시상 : 제3회 Seventeen Heart Festival 한양 사회혁신 활동 발표회에서 우수작 발표 및 시상 진행


발표일정 : 11.15(목) 13:00~14:30 올림픽체육관 메인홀 무대



우수 작품은 향후 소속학과 홈페이지와 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교내 SNS 등을 통해 게시하게 됩니다.

시상 내역
[Sustainable Award] 상금 30만원 + 페스티벌 기념품 (5단계까지 모두 증정) + 페스티벌 경품 응모권
[Distinctive Award] 상금 20만원 + 페스티벌 기념품 (4단계까지 모두 증정) + 페스티벌 경품 응모권
[Go for it Award] 상금 10만원 + 페스티벌 기념품 (3단계까지 모두 증정) + 페스티벌 경품 응모권
* 상금은 세전 금액이며, 페스티벌 기념품과 페스티벌 경품은 대학 대표 홈페이지의 회 Seventeen Heart Festival 행사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7일 게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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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ERICA캠퍼스의 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합니다. 대학원생도 가능합니다.

2.

팀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같은 학과라면 팀으로도 신청가능하지만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우 제출 작품 기준으로 시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그림이나 사진, 폰트 사용에 제약이 있나요? 비영리목적의 오픈소스를 사용해주셔야 하고, 이를 어겨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개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4.

발표회 참석을 못하면 수상자격 박탈인가요? 네 아쉽지만, 발표회에 참석 가능 하신 분에 한하여 수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5.

발표회 행사참석 시 참가확인서 발급되나요? 네 참석하신 시간을 명기하여 발급가능하되, 출석으로 인정여부는 담당교수님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6.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사회혁신센터 02-2220-0538~0540, brillsky@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