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학교 팀명 교사 학생

대상 대진디자인고 SOA 강송이 김효진 유혜진

금상
성수공업고 KW 유정근 권인석 김수민

경기기계공업고 남중남고 조태정 박종혁 조민호

은상

대진디자인고 1+1=1 이현주 박혜림 조은정

서울영상고 CSI 오형환 김유정 허혜정

서울여자상업고 썬쁘니 노현목 강서영 현은지

동상

광운전자공업고 KWCS2 양경민 이창한 김석균

예일디자인고 NYPD 배윤진 김나윤 차지영

세민정보고 아마곗돈 사용웅 강혜원 김우정

경복비지니스고 B.G 이광규 김재경 추예빈

서울디지텍고 바로헬퍼 이병찬 김영우 양희재

선일이비지니스고 Dr.smart 양은영 오이슬 이시영

상일미디어고 수영모자 나원기 윤태오 전희재

성동공업고 바이트 고현진 전범수 최영훈

화곡보건경영고 진지 유명희 이예지 이진희

신진자동차고 다가오지마 전승완 고영철 김성현

특별상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갓파쿠 원종숙 우선민 윤선혜

서울디자인고 너나들이 이현경 박수민 이하연

서울디자인고 창의브레인 배수현 유민상 제성원

세명컴퓨터고 포세이돈 한승범 양은찬 이원호

동구마케팅고 군계일학 이규리 김은혜 윤영은

대일관광고 아이토이 김현아 박재희 김수진

서서울생활과학고 두둥실 한희수 김소정 김수연

영락유헬스고 키메스2 박동진 김초은 문수연

경복비지니스고 브레인스토밍 천둥지 김지현 김현정

강서공업고 12 박수진 곽동현 이은성

 2014 특성화고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수상자명단



 2014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품   

                               

대상 금상

 팔찌형 외국인 M-PASS   일회용 비닐장갑 꽂이   손잡이에 터치센서를 부착한

자동멈충 안전유모차 

은상

 안경케이스와 독서대의 합성   새터민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뚜껑 분실방지 텀블러 

동상

 키보드에 설치된

휴대폰 충전 거치대   자석을 넣은 시침핀꽂이   원터치 계량 약병   위생을 생각 뜯어쓰는

일회용 도마 
  



      

동상

 블루투스를 활용한

휠체어리프트 시스템
 스마트론 다용도

거치대 
 탈부착식 휠체어

전동모터 
 열쇠와 버튼식 단점을

동시에 보완한 도어락 
동상 특별상

 과자를 편리하게 꺼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력저하보호 알리미   미용실 펌 중화

받침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미술용품 
특별상

 진도대교의 디자인

재조명   휴대용 워터매트   바닥뚜껑 부착 용기  스네이크 큐브의

형태로 제작된 멀티탭 
 

 

 장난감 대여 이용 앱   시각장애인용 점자

리더기 
 버스안의 승객 수 등

확인 가능 어플 
 가방끈 길이의 균형

맞춤 아이디어 디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