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생 철도 창의 작품전
2020.11.26.(목) 14:00~18: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명홀(경기도 의왕시)

철도학회에서는 철도기술 발전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철도산업 및 기술에 관심이 있고 또한 관련이 있
는 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원생들에게 창의성을 배양하고, 아이디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2020 학생 철도 창의 작품전을 개최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신청 자격
-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 1인 이상 5인 이하의 <팀> 구성 (1인 1작품 제출 /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혼합팀 구성 불가)

□ 참가분야
- 철도관련 자유 주제(철도와 관련 있는 어떠한 주제(내용)이어도 무관함)

□ 주요일정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공통)>
1) 06.01.(월)~07.03.(금) 참가신청서 및 작품소개자료 제출
3) 08.10.(월)~08.31.(월) 작품 제작 및 발표자료 제출
5) 11.26.(목) 본선 평가(PPT발표•작품전시회) 및 시상식

2) 07.29.(수) 본선 진출 작품 1차 선정 공고
4) 09.17.(목) 본선 진출 작품 2차 선정 공고

※ 고등학생은 본선 평가에서 (실제)작품 전시 불필요(단, 작품/아이디어 소개(포스터보드 전시) 및 발표(PPT) 필요)
※ 대회 준비 및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 온라인신청서 제출(https://forms.gle/ycyjP592oU18NwHd6)
- 작품소개자료(양식 다운로드): 한국철도학회 홈페이지(www.railway.or.kr) 참고

□ 시상내역
구분
국토교통부장관상
특허청장상
한국철도학회장상
후원기관장상
한국철도학회장상

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
상장 및 상금(100만원)
상장 및 상금(100만원)
상장 및 상금(70만원)
상장 및 상금(70만원)
상장 및 상금(20~50만원)

1팀
1팀
1팀
0팀
0팀

비고
금

상

은상~동상(장려상)

※ 대회 준비 및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선 평가(PPT발표 및 전시회) 진출 작품 관련 안내
- 본선 평가 진출 작품은 7월 29일(수) 1차 선정하여 발표하며, 최종 참가 작품은 9월 17일(목) 발표함(단, 사정
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 공지사항(필독)
- 응모(제출)된 작품 및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참가팀에게 있으며 주최(철도학회)측에 귀속되지 아니함
- 단, 주최 측은 본 작품전 심사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응모(제출)된 작품 및 본선 전시회 참가팀의 작품에 대
하여 작품 및 아이디어 관련 자료를 자료집 및 전단 등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음
※ 위 공고 내용은 대회 준비 및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학회 홈페이지(railway.or.kr) >> 2020 학생 철도 창의 작품전] 참고 요망

□ 문의 및 제출처(한국철도학회 사무국 – 2020 학생 철도 창의 작품전 담당자)
- 전화: 02-794-5562, 팩스: 02-794-5116, 이메일: account@railway.or.kr, 홈페이지: www.rail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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