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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공모전 참가 안내
항상 저희 문산동초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오
며 귀댁의 평안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
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약 2,835동(1400개교)
을 그린, 스마트, 공간혁신, 학교공동체 4대 혁신요소를 결합하여 창의적인 학교로 조성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홍보하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는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교육부장관상 5개, 시도교육감상 17개가 배정됐으며, 추후 수상작들은 VR갤러리
및 미래학교 컨퍼런스(8.30)에 게시되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뜻깊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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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명 : 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가상설계 및 콘텐츠」공모전
접수기간 : 2021. 06. 07.(월). 10시 ∼ 07. 19.(월), 17시
접수방법 : 접수 홈페이지 (www.그린스마트미래학교공모전.com)를 통한 파일 개별 접수
주
최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공모주제 : 접수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확인 요망
(가 상 설 계 ) 제시된 상황정보를 반영, 교실 또는, 학교단위 설계 디자인
(영상콘텐츠)미래학교 핵심요소를 UCC로 표현, 미래학교 일상을 Vlog로 표현
(교수학습설계) 제시된 상황정보를 반영하여 융합수업 교수학습지도안 제작

※ 상세 내용은 접수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공모분야 및 출품양식
분 야

세부 내용

참가 자격

출품 형태
ㆍ초등학생 제출형식

가상설계

ㆍ교실단위 디자인
ㆍ학교단위 디자인

초/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
(3인 이하 팀 가능)

- 출품서 양식(PDF 파일)
- 손그림 스캔파일(A3 용지 사이즈)
※ 초등학생의 경우 교실 단위 설계 아이디어를 손그림으로 작성
ㆍ중ㆍ고등학생, 대학(원)생, 일반인 제출형식:
- 출품서 양식(PDF 파일)
- 디자인 결과물(A1 패널 594 x 841mm) jpg, (60MB이하)

ㆍ미래학교 핵심요소
영상콘텐츠

(랩, 뉴스, 뮤직비디오)
ㆍ미래학교 일상표현
브이로그(Vlog)

교수학습
설계

ㆍ교수학습지도안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원
(3인이하 팀 가능)
교원
(3인이하 팀 가능)

- 포맷 : AVI, WMV, MP4
- 해상도 : 1280*720(HD)이상

ㆍ교수학습지도안 출품서
- 교수학습지도안 출품서 양식(PDF파일, A4 10매 이내)

□ 문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02)639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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