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캡스톤디자인 운영일정
일 정
~ 5. 14.(금)
5. 13.(목) ~ 14.(금)
5. 20.(목) ~ 21.(금)
~ 5. 21.(금)

내 용

비 고

(결과발표회 준비) 팀 평가자료(작품설명서) 제출

※ 제출방법 추후 안내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대비 동영상 교육

팀 주제의 동영상 제작

팀 운영비 신청(재료비, 인쇄비, 출장비, 자문비 등) 마감

- 사업단 신청서 제출마감
- 주문은 21일 이후 가능
단, 5/27까지 물품도착 및 수령이 완료되어야 함

~ 5. 28.(금)
6. 8.(화)
~ 6. 9.(수)

6. 11.(미정)
6. 22.(화) ~ 23.(수)
6. 30.(수) (예정)

(결과발표회 준비)
동영상, PPT, 시제품, 정보활용 동의서 제출
1차 평가(온라인 평가)
2차 평가 대상자 알림(24팀 선정)
(결과발표회 준비)
2차 평가 대상자 팀소개(20초 내외) 동영상 촬영
2차 평가(20팀 선발)
결과발표회 시상식

※ 문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센터 Tel. 064-754-4419, 3126

시제품, 정보활용 동의서는 방문 제출
동영상 + 작품설명서 1차 평가
대면 또는 비대면(Zoom)평가 준비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장소 및 시간 등은 추후 안내 예정
인기상은 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투표결과로
결정됨
※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1-1학기 캡스톤디자인 결과발표회 사전안내
1. 평가일정 : (1차) 2021. 6. 8. / (2차) 2021. 6. 22. ~ 23.
2. 평가장소 : (1차) 심사위원 개별장소(온라인 평가) / (2차)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평가대상자 대면 또는 비대면 평가)
3. 평가방법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구분
1차 평가
(6/8)

2차 평가
(6/22~23)

평가방법
- 특화 분야 4개로 나누어 평가(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스마트관광, 지역사회)
- 팀에서 직접제작한 평가용 ‘동영상(3~5분/자유형식) + 작품설명서’를 통한 종합평가
- 1차 평가 상위 24팀 선정 ➜ 12팀씩 2일간 평가 ➜ 20팀 수상
- 인기상: 사업단 홈페이지 동영상 인기투표(투표기간 추후 안내)
- 현장평가(대면)와 온라인 Zoom(비대면) 평가 방법 중 선택하여 평가

4. 제출요청사항
- 작품설명서 제출: ~ 2021. 5. 14.(금), 18시까지
- 동영상/ 시제품/ PPT/ 정보활용 동의서 : ~ 2021. 5. 28.(금), ~ 17시까지
동영상 참고(사업단 홈페이지 → 온라인 박람회) : http://lincplus.jejunu.ac.kr/contest/design.htm?category=9

※ 제출방법은 추후 재안내 하겠습니다.

※ 문의: 캡스톤디자인 지원센터 Tel. 064-754-4419, 3126

비고
- 특화분야는 사업단 구분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음
- 동영상 제출방법은 추후 안내

- 2차 평가 대상팀 개별연락
- 평가방법 및 참가자 사전 결정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