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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 DIGITAL AWARDS
IN INFRASTRUCTURE

이전 Year in Infrastructure 어워드로 알려진 Going Digital Awards in Infrastructure는 인프라 부문에서 디지털 발전을 이룬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흥미롭고 높은 명성의 글로벌 경연입니다. 2004년 이후, 이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프라 프로젝트 중
4천 개 이상을 선정했습니다.

수상 확률을 2배 높이는 가이드 라인
벤틀리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YII.Bentley.com/Awards 를 방문하여 경쟁 규칙을 검토하고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수상 부문 선택하여 시작하십시오.

심사위원단이 보고 싶어하는 것
•
•
•
•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발전 및 기타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정량적 지표
지속 가능한 방법(경제적 및 환경적)

출품작 작성에 유용한 팁
좋은 출품작
출품작: 필수 요건 충족
Year in Infrastrucure 어워드의 출품 절차는 귀하의 성공을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단계를 따르고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했다면 이미 출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 출품 양식 작성
3개의 고해상도 이미지 업로드
최고 해상도: 7200x5400픽셀(또는 300dpi에서 24x18인치)
최소 요구사항: 3600x2700픽셀(또는 150dpi에서 24x18인치)
마감일 전에 귀하의 프로젝트 출품

더 나은 출품작:
출품작 디테일을 보여주세요!
결선 진출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음 팁을 통해 귀하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프로젝트의 범위, 목표 및 사용 방법을 포함하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십시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벤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방법 설명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ROI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ROI를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심사위원단에게 설명하십시오.
다른 시각 및 청각 보조 장치 포함
여기에는 심사위원이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하고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디오, 설명이 포함된 검토 또는 기타 미디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출품작
출품작: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승이 목표라면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귀하의 프로젝트가 독특하고 혁신적인 이유를 심사위원단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혁신과 발전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차별화하는 요소를 설명하십시오.
정량화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숫자 데이터 제공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ROI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ROI를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심사위원단에게 설명하십시오.
다른 시각 및 청각 보조 장치 포함
시간을 얼마나 절약했습니까? 예상 ROI는 얼마입니까? 비용 절감 비율은 얼마입니까? 업계나 사회 전반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출품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