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2019년 7월 15일(월)∼9월 22일(일)

2019 건설안전 경진대회

문의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건설안전 경진대회」 담당자
TEL : 055-771-1771  I  E-mail : lets0@kistec.or.kr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ㆍ접수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 (www.SmartConstSafety.com)」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첨부파일 누락 시 미신청으로 간주

2019 시설안전 혁신기술 경진대회

주관

응모대상 및 분야

참가대상 전국민 (제한없음)

분    야
① 건설사고 예방 표어 
② 건설사고 예방 포스터 
③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주    제

①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②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의식 고취 등 
* 건설공사 및 현장의 사고예방과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  
   선정 가능. 단, 기술안전에 한함(인적안전 제외)

접수기간
2019년 7월 15일(월)∼9월 22일(일)

문의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시설안전 혁신기술 경진대회」 담당자  

TEL : 055-771-1648  I  E-mail : jang@kistec.or.kr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ㆍ접수

「2019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대전 (www.SmartConstSafety.com)」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 첨부파일 누락 시 미신청으로 간주

공모분야 및 내용

분야 우수사례 UCC 영상제작

공모내용

유지관리 사례
·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 사례
· 유지관리업무 우수사례
· 진단 및 보수·보강 우수사례

4차산업 적용 사례
· IoT를 활용한 계측 사례
· AI 등을 활용한 패턴 분석 사례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 기타 4차산업 기술 관련 적용사례

UCC 영상제작
·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확보 
   아이디어 영상
·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 일상생활 속에서 시설물 
   안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영상

참가대상   기업, 대학, 연구단/사업단  전국민(개인, 팀, 대학, 기업 등)

주최 

우수사례 표어 포스터

대상(장관상) 1인(팀) 5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1인(팀) 100만원

대상(장관상) (분야별) 1인(팀) 3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분야별) 1인(팀) 2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분야별) 1인(팀) 100만원 

합계 : 2,100만원 [9인(팀)]

시상 내역 

우수사례 UCC 영상제작

대상(장관상) 1인(팀) 5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협회장상) 1인(팀) 100만원

대상(장관상) 1인(팀) 3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2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1인(팀) 100만원 

합계 : 1,500만원 [6인(팀)]

시상 내역 



시상식 및 스마트건설·안전 포럼

2019년 11월 6일(수), 건설회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모 부분

「2019 스마트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 건설·시설안전 혁신기술 경진대회」
(주관: 한국시설안전공단)

※ 상훈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홈페이지
http://www.smartconstsafety.com

접수방법

* 각 공모전/경진대회별 추진일정과 선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참조

* 수상자(선정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 안내 예정

합계 : 2,400만원 (12인/팀)

시설안전 혁신기술 경진대회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장관상) 2인(팀) 각 500만원

최우수상(원장상) 3인(팀) 각 300만원

우수상(원장상) 3인(팀) 각 100만원

장려상(원장상) 4인(팀) 각 50만원

19년 공모전 표어 포스터

대상(장관상)
1인(팀) 300만원 (각분야별)
최우수상(이사장상) (각분야별)

1인(팀) 2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각분야별)

1인(팀) 100만원 

우수사례

대상(장관상)
1인(팀) 5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1인(팀) 100만원

대상(장관상)
1인(팀) 5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3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1인(팀) 100만원

대상(장관상)
1인(팀) 300만원
최우수상(이사장상)

1인(팀) 200만원

우수상(학회장상)

1인(팀) 100만원

합계 : 2,100만원 (9인/팀) 합계 : 1,500만원 (6인/팀)

건설안전 경진대회

시상 규모 : 총27인(팀) (총 상금 6,000만원 규모)

우수사례 UCC 영상제작

주최 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