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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그램 소개

고전PT 대회란?

' 고전도서에서 답 찾기'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 칼리지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세종대학교 지정 고전 도서 1권을 읽은 뒤, 대회 주제에 대한

답을 고전 도서에서 찾고 PPT + 발표영상을 제출한다.

+

01   
2022 고전 PT 대회: 고전에서 배운 삶의 지혜



02 참가하게된 계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참가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미있게 읽은 도서를 바탕으로 저만의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예선만 통과해도 고전도서 한 권을 인증해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떨어져도 고전PT 대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 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 고전읽기 활성화 # 인문학 소양

참가하게된 계기02   



03 활동 내용

대양휴머니티 칼리지 사이트에서

인증도서 목록 중 1권을 선택한다.

분량 10쪽 내외 (8-12P)의

예선 PPT를 제작하여 제출한다. 

# 고전읽기 활성화 # 인문학 소양

활동 내용03   

(1차 예선 통과 시 해당독서 인증)

01 02



본선 진출 시 예심위원의 코멘트를 참조하여

예선 출품PPT를 수정 및 보완한다.

수정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5분 내외의

본선 발표 영상을 촬영하여 제출

# 고전읽기 활성화 # 인문학 소양

활동 내용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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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활동 내용



03 활동 내용

# 고전읽기 활성화 # 인문학 소양

활동 내용_ 개인적 TIP03   
 추상적 개념으로만 교훈을 설명하는 것은 비추천!

추상적 비유나 개념을 꼭 넣고 싶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심사위원 분들의 이해를 돕기!

 5분이라는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분량에 욕심내지 말기!

분량 욕심내서 내용을 많이 넣을 경우 본선 통과 후 발표를 준비할 때 시간 초과 때문에 내용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내용의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때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고전의 난이도’와 ‘참신한 해석’의 중요성

남들이 많이 고르는 책이 아닌 정말 본인이 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들에 대한 교훈은 참신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04 프로그램 후기

# 고전읽기 활성화 # 인문학 소양

프로그램 후기04   

고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버린 계기가 되었습니다.01

스스로 고전 도서를 읽고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02 상금 뿐만 아니라 고전도서 인증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03



[ 상금 + 마일리지 + 고전도서 인증 ]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

고전 PT 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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