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회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결선 안내

 결선 심사 일정 안내

- 심사 장소 :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유스호스텔 2층) ※ 하단의 [그림 1] 참고

- 심사 일정 : 2019. 9. 10. (화) 10:00 ~ 18:00

※ 각 팀별 일정은 하단의 [표 1] 결선 일정 참조

※※ 각 팀별 심사 배정시간 최소 30분전에 심사대기 장소에 도착 바랍니다.

 결선 심사 진행 안내

- 심사 시간 : 각 팀별 15분 배정; 5분 발표 + 10분 질의응답 (본선과 동일)

- 심사 방법 :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물의 창의성, 표현력,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26개팀의 최종 순위 결정 (대상 1개팀, 금상 2개팀, 은상 3개팀, 

동상 10개팀, 특별상 10개팀)

※ 완성도 평가 측면에서 추가적인 ppt 수정, 제품 구현 및 수정 제작등을 

허용하고 있으니 본선에 비해 발전이 가능한 부분은 발전시키시어 결선대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팀 준비 항목 : [필수] 최종 발표자료(ppt 혹은 프레지)가 담긴 USB, 

[준비된 경우] 연구결과물(mock-up/시제품)

 결선 참가용 제출 서류

- 제출 양식 : 결선참가서, 연구 과정 및 작품에 관한 사진자료 4장 이상

※ 결선참가서 양식의 경우 서울시 발표페이지 혹은 각 학교로 발송된 공문의 

첨부파일 참고

- 제출 기한 : 2019. 9. 4. (수) 오후 4시

- 제출 방법 : creative@mizy.net으로 이메일 제출

 추후 일정

- 결선심사 결과 발표 : 9월 25일 수요일, 서울시홈페이지 게시 



[표 1]

제13회 특성화고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결선 일정 

 2019. 9. 10. (화)

연번 시간 학교명 팀명

1 10:00~10:15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감초

2 10:15~10:30 덕수고등학교 배박

3 10:30~10:45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코딩머신노예들

4 10:45~11:00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왕 승연효리

5 11:00~11:15 서울디자인고등학교 가온해

6 11:15~11:30 서울로봇고등학교 귀차니즘

7 11:30~11:45 서울로봇고등학교 변신

8 11:45~12:00 선린인터넷고등학교 InfoAble

점심식사

9 13:00~13:15 선린인터넷고등학교 YOU LOVE

10 13:15~13:30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규소(Si)

11 13:30~13:45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 심쿵

12 13:45~14:00 성수공업고등학교 성수공고기둥

13 14:00~14:15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활짝 웃는 현지의 
미소

14 14:15~14:30 세그루패션다지인고등학교 아주야모애

15 14:30~14:45 세명컴퓨터고등학교 플러스알파

16 14:45~15:00 송파공업고등학교 Vision Render

휴식

17 15:15~15:30 예일디자인고등학교 8색조

18 15:30~15:45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예스타

19 15:45~16:00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엔드게임

20 16:00~16:15 용산공업고등학교 잡돌이

21 16:15~16:30 유한공업고등학교 리메디(Remedy)

22 16:30~16:45 인덕공업고등학교 개미와 거북이

23 16:45~17:00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아이오딘

24 17:00~17:15 종로산업정보학교 재화

25 17:15~17:30 한강미디어고등학교 수은(Hg)

26 17:30~17:45 한강미디어고등학교 핑거스토리



[그림 1]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미지센터) 장소 안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가길 6(예장동 산 4-5 서울유스호스텔 2층)〕

※ 영등포구의 하이서울유스호스텔과 착오가 없으시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본선대회 실시 장소(서울사이버대학교)와 심사 장소가 다름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지하철 3,4 호선 충무로역에서 오시는 길 

   :  충무로 역 4번출구 

      (4번출구에서 100m 정도 직진하시면 아스토리아 호텔 및 중부세무서 공사현장이 보입니다. 중

부세무서 옆길로 100m 올라와서 소방방재본부를 오른편에 두고 왼쪽길을 따라 오시면 유스호스

텔 건물이 보입니다. 2층으로 오세요.)

￭ 4호선 명동역에서 오시는 길 

   : 명동역 10번 출구 

      (세종호텔 옆 사거리에서 기아카센터방향으로 건널목을 건너신 후 kiswel건물이 있는 충무로역 방향으로 

30m 정도 걷다보면 중부세무서 공사현장이 보입니다. 옆길로 100m 올라와서 소방방재본부를 오른편에 두

고 왼쪽길을 따라 오시면 유스호스텔 건물이 보입니다. 2층으로 오세요.) 

￭ 버스편 (충무로역에서 정차하는 버스노선) 

   - 4번 출구쪽(퇴계로3가, 한옥마을, 한국의집) 

     지선104, 263, 507, 421 

     간선0013, 0211, 7011 

     순환02 

   - 5번 출구쪽(퇴계로3가, 한옥마을, 한국의집) 

     지선104, 105, 140, 263, 507, 604 , 간선0013, 0211, 7011 

문의: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문화사업팀 (070-4667-3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