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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스마트 플립러닝 연구회 X 투닝] 교육 콘텐츠
공모전
공모 주제

학교 교육 내용 및 학교 생활 이야기를 AI 웹툰 제작 서비스 '투닝'을 이용하여 교육용 콘텐츠로 제작

공모 일정

★ 공모 작품 제출 마감: 2022.10.1.(토) 오후 18:00
★ 수상자 발표: 2022.11.7.(월) 스마트 플립러닝 연구회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 공모전 시상식: 2022.12.3.(토) 오전 10:00 ~ 12:00

공모전 유의사항

반드시 투닝 플랫폼(https://tooning.io/)을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투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닝 리소스(캐릭터, 배경, 요소, 효과, 사진 등)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3. 학생의 경우 투닝 사용법 강의 12차시를 수강하여야만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투닝 프로 계정 무료 배부)
4. 모든 작품은 개인 단위로 출품합니다.(팀 참여 불가)
5. 공모전에 제출하는 웹툰 및 내용은 다른 작품을 모방하거나 다른 공모전에 제출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6. 공모전에 제출하신 웹툰에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이미지와 폰트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주최 측에서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시상 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 수를 조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 교사와 교직원은 투닝 프로 무료 계정을 신청하여 작품을 제출합니다.(투닝 프로 계정 신청 방법 ☞ (링크 삽입))
1.

응모 부문 및 시상내역
연번
1
2
3

부문 및 시상내역
초등학생 부문
중고등학생 부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교사 및 교직원 부문 (유,초,중,고 교
사)

대상(부문별 각 1명)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우수상(부문별 각 1명)
갤럭시 워치 4
갤럭시 워치 4
갤럭시 워치 4

장려상(각 부문별 10명)
무선 키보드
무선 키보드
무선 키보드

아이패드 모델명: Apple 2022 아이패드 에어 5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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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워치 4 모델명: 삼성전자 삼성 갤럭시워치4 블루투스 40mm
무선 키보드 모델명: 마이크로소프트 무선 데스크탑 5050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공모전 시상 심사 기준

※ 제출하신 교육 콘텐츠의 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성도 (콘텐츠의 완성도, 조형성 평가)
창의성 (독창성 및 차별성, 창의성 평가)
스토리 (주제와의 연계성, 스토리텔링 평가)
교육적 활용 가치(교육적 콘텐츠 활용 매력도 평가)
참가자의 경우 투닝 사용법 라이브 강의
💡 는학생수상에서
제외됩니다
.

12

차시를 반드시 수강하여야 참가가 가능하며, 수강하지 않은 참가자

참가 자격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 플립러닝 연구회 <투닝 사용법 유튜브 라이브 방송 강의 12차시 이수자>만 공
모전 참가 가능
유·초·중·고 교사 누구나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누구나

부문별 출품 주제 및 규격
주제
규격
페이지 수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범교과 학습 주제 중 1개 선택
A3 포스터(세로) 1190px X 1684px
포스터 1페이지

유·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
교과 또는 범교과 학습 주제 중 1개 선택
소셜 미디어/카드 뉴스 1080px X 1080px
10 페이지 이상

범교과 학습 주제

학교폭력예방
안전교육(교통, 재난, 생활 안전, 소방교육 등)
독서교육
환경교육(자연보호 및 에너지 절약)
정보이용 교육
인터넷 및 게임 중독 교육
통일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성교육 및 보건 교육(감염병 예방 교육)
진로 교육
자살예방 교육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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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위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문의)

교과 학습 주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지리, 역사,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 정보, 한자 교육 등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의 모든 교과 내
용
도서 소개 및 요약
인물 요약
개념 요약
역사적 사건 요약
기타(위 카테고리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문의)

AI

웹툰 제작 플랫폼 ‘투닝’ 사용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일정

★ 학생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투닝 사용법 강의를 수강하여야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방송 중 출석 확인)
연번

일자

1

2022.9.3.( )
13:00

2

2022.9.17.( )
10:00 13:00

3

2022.9.24.( )
10:00 13:00

4

오후

토 오전 10:00

토 오전
오후

토 오전
오후
2022.10.1.(토) 오전
10:00 - 오후 13:00

교육내용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투닝 학생용 프로 계정 배
부/투닝 플랫폼 메인화면 및
아트보드 메뉴 둘러보기/투 https://youtu.be/AsIjmz-CWeU
닝 편집툴 기본 메뉴 사용법
알아보기
투닝 캐릭터 동작 편집하기/
요소, 말풍선, 텍스트, 효과, https://youtu.be/g2uPxRuY634
사진 등 넣기/배경 기본 사
용법 및 연출하기
예제 포스터 따라 제작해보 https://youtu.be/jT0MB2Hl0gI
기
저작권의 이해/공모 작품 제
작하고 제출하기/작품 피드 https://youtu.be/wTLTqp72uA8
백

준비물
개인용 PC 또는 태블
릿 PC
개인용 PC 또는 태블
릿 PC
개인용 PC 또는 태블
릿 PC
개인용 PC 또는 태블
릿 PC

투닝 사용법 라이브 방송 참가 신청서 (학생 ONLY)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joEOmPY9iFN6vAzB37EZ_05GqtzWHBPTuS7jYh4JTsABcfw/viewform?
usp=sf_link

작품 제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작품을 제출하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Ahepm0Wks-YUqAmgd_COEPSMhims9LOdjSvB5CPz7KuEA/viewform?usp=sf_link

📧
공모전 문의
스마트 플립러닝 연구회 이메일

smartflipped20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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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문자 메시지 010-5787-2026 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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