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모전 개요

○ 행 사 명 : 제9회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 공모내용 

     - POWER POINT 활용 프레젠테이션, 전시체험 시뮬레이션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 주    최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

○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경과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 2021. 11.1 ~ 11.30

○ 1차 서류심사/결과 발표 : 2021. 12. 7(화) / 2021. 12. 10(금)

○ 2차 PT심사/결과 발표 : 2021. 12. 21(수) / 2021. 12. 24(금)

□ 최종결과

○ POWER POINT 활용 프레젠테이션 부문

○ 전시체험 시뮬레이션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 시상식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2년도 신년회(1월)에서 수상자 시상 예정

구분 팀명 대학 제안서명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리틀 포레스트 영진 NANODRON과 함께 하는 가장 
완벽한 산책

최우수상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상

복송이 폴리텍 Anytime, Anywhere

최 우수상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상

대박이 인덕 언택트 전시_새로운 시각에 
빠져들다.

장 려 상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장상

불사조 서일 홀로렌즈로 보는 새로운 세상

구 분 팀명 대학 제안서명

대 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사다리 계원 Hue:빛을 유영하다

최우수상
한국전시산업진흥회장상

Ohora 영진 Cabasse, The Mysterious Sound 
from Deep Blue Sea

장 려 상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장상

박문건 계원 Link in Safe Ground

특 별 상
㈜아트포인트사장상

엘사 
(LG사랑해) 영진 THE STAR OF THE STAGE 

"LG"

제9회 대학생 전시디자인 공모전 최종 결과



□ 특선작

○ 특선작은 상장 및 소정의 기념품을 개별 지급

공모분야 팀명 대학교 제안서 명

ppt

89 한국폴리텍 Reborn

COMET 한국폴리텍 개척

개인주의 한국폴리텍 언택트 쌓아올리다

공일공공 한국폴리텍 Untect Film Festival

박. 민. 호 한국폴리텍 Improving Life from Music

쇼박스 한국폴리텍 언택트를 채움

우린 깐부잖아 한국폴리텍 추억

원두걸스 서일대학교 Find Your Dailly!

AURA 서일대학교 MY SPACE

설레곰과 아이들 서일대학교 우리집에 ON 미술관

쌍둥이 맑음 서일대학교 Clean Booster Booth

Good Vibes 배재대학교 Feel of Sound

야작타임 배재대학교 NEW 삼성,새로운 모습으로

PLAYGROUND 배재대학교 Anotrer World of Play Station

알록달록 배재대학교 Aalok,it's like magic

비글즈 배재대학교 나를 표현하는 가전 BESPOKE

아타카 상명대학교 Designed for you, by you

아지트 계원예술대학교 다시,여행하다

동영상

SI:M 계원예술대학교 What's in your home?

계원의 세포들 계원예술대학교 일상 속 나를 워치로 체크하다!

너나들이 계원예술대학교 PLAY CUBE

세상이상 계원예술대학교 Galaxy Reflect Me

아보카도샐러드 계원예술대학교 LET'S 플레이스테이션

Enjoy 영진전문대학교 Bang&Olufsen,소리의 형태를 따르다.

멋제이 영진전문대학교 하만카돈의 소리로 세상을 지배하다'

커넥트 국민대학교 Untact Bespoke Boo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