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WCAD / ZW3D 2021 유저 콘테스트 응모 가이드 

ZWCAD 2021 / ZW3D 2021 User Contest

· 접수기간  2020년12월 7일 (월) ~ 2021년 1월 15일 (금)
· 수상작발표  2021년 1월 말

· ZWCAD / ZW3D 2021을 사용해 보고자 하는 대학·대학원생이나 직장인·프리랜서
· ZWCAD / ZW3D 2021 체험판(30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신규 유저 누구나 참여가능

· 이메일 제출 marketing@zwcad.kr
   ※  접수 부문별 응모방식 및 작품 예시는 하단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응모개요 |

* 접수일정

* 참여자격

* 응모부문 

* 제출처 

접수 부문

내가 ____써봤다!

나만 ____해봤다!

내가 ____설계한다!

부문 설명 제출 방식

ZWCAD / ZW3D 2021 체험 후
사용 후기 및 기능을 소개하는 후기성 리뷰글 제작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실무자들만의 
ZWCAD / ZW3D 2021 기능 꿀팁 콘텐츠 제작

ZWCAD / ZW3D 2021을 활용한
자유 창작 모델링 영상 제작

개인 블로그 / 유튜브 or
유관카페에 창작물 업로드후
제출 양식과 함께 이메일접수

| 시상 |

대상 1등 2등 3등 장려상

참가상

갤럭시 Z폴드 2

(1명)

아이폰 12 Pro

(각 1명)

아이패드 Air 256G

(각 1명)

애플워치 6세대

(각 1명)

로지텍
키보드/마우스세트

(10명)

· 1등~3등은 각각 ZWCAD 활용 유저 1명/ ZW3D 활용 유저 1명씩 선발합니다.
· 학생 수상자에게는 이노비즈 협회장상, 대한건축협회장상을 수여해 드립니다.

참가상

참가상 특별상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참가자 전원)

폴리니크
미세전류

두피케어기 (1명)



 

* 내            용

* 제출물 형태

* 제출 방법

* 필수 항목

* 제작  예시 

부문별 응모 방법

| 내가 _____써봤다! |

  ZWCAD / ZW3D 2021 사용 후기 및 주요기능을 소개하는 후기성 리뷰 콘텐츠 제작

  개인블로그/ 유관카페에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후기 콘텐츠(리뷰글) 업로드 

             - ZWCAD / ZW3D 2021 사용 후기 및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한 텍스트 300자 이상 작성
             - 주로 사용하는 ZWCAD / ZW3D 2021 기능 3가지 이상 포함하여 작성
             - ZWCAD / ZW3D 2021을 접하게 된 계기와 추천의 말 필수 포함

ZWCAD 2021 or 
ZW3D 2021을
직접 사용해보기

개인블로그 or 유관카페에 
사진(영상) + 텍스트
형식으로 업로드 

참여 필수항목+ 업로드
URL 이메일 제출

  - 이름

  - 소속 (학교 or 회사명)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신청한 제품부문 (ZWCAD 2021 or  ZW3D 2021)
  - 업로드한 개인 블로그/ 카페 URL 
  - ZWCAD / ZW3D 접하게 된 계기 & 추천의 말 (300자 이상)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3년 동의여부
  ※영상물 업로드시 영상 원본파일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 [후기성 콘텐츠] ZWCAD 캐드의 정석 리뷰 및 기능 소개 (1) · [후기성 콘텐츠] ZWCAD 캐드의 정석 리뷰 및 기능 소개 (2)

 이미지 클릭 시, 제작 예시 콘텐츠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kgbdiy/222083049997
https://blog.naver.com/gounep/222082614982


  ZWCAD / ZW3D 2021 사용 후기 및 주요기능을 소개하는 후기성 리뷰 콘텐츠 제작

  개인블로그/ 유관카페에 사진 또는 영상과 함께 후기 콘텐츠(리뷰글) 업로드 

| 나만 _____해봤다! |

* 내            용

* 제출물 형태

* 제출 방법

* 필수 항목

* 제작 예시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실무자들만의 ZWCAD / ZW3D 2021 기능 꿀팁 영상·사진 제출

  개인 블로그/유튜브/유관 카페에 나만의 ZWCAD / ZW3D 2021 기능 꿀팁에 

  대한 사진or 영상과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실무자들이 설계, 도면 작성 시 유용하게 사용하는 나만의 꿀팁에 대한 사진/영상 제작
             - 영상과 함께 300자 이상의 설명 텍스트 작성하여 제출
             - 제목과 모델에 대한 설명 필수  

ZWCAD 2021 or 
ZW3D 2021을
직접 사용해보기

기능 꿀팁을 소개하는 
사진/영상 콘텐츠 제작 후
개인 블로그 / 유투브 / 카페 중 
1개 채널에 업로드 

참여 필수항목+ 업로드
URL 이메일 제출

  - 이름

  - 소속 (학교 or 회사명)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신청한 제품부문 (ZWCAD 2021 or  ZW3D 2021)
  - 제작물 업로드한 개인 블로그/ 유튜브 URL 
  - 작품 제목 및 설계/모델링에 대한 설명, 본인만이 알고있는 실무 활용 Tip
  - 프로젝트 도면 원본파일 & 제작한 영상 파일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3년 동의여부

· [영상] ZW3D 파라메트릭 평기어 설계를 

              활용하여 작업 효율 높이기 
· [포스팅] 나만의 ZW3D 키보드 단축키,

                  마우스 액션 설정하기 꿀팁

· [영상] ZW3D를 이용한 마스크 프레스

              롤러 모델링 꿀팁

 이미지 클릭 시, 제작 예시 콘텐츠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eJdhaZiw03Q
https://blog.naver.com/zwcadtech/222130784635
https://youtu.be/26Yyd03fgxQ
https://youtu.be/eJdhaZiw03Q
https://blog.naver.com/zwcadtech/222130784635
https://youtu.be/26Yyd03fgxQ


| 내가 _____설계한다! |

* 내            용

* 제출물 형태

* 제출 방법

* 필수 항목

* 제작 예시

  ZWCAD / ZW3D 2021을 활용한 자유 창작 모델링 영상 제작

  개인 블로그/유튜브/유관 카페에 나만의 자유형식의 모델링 & 설계과정 

  영상과 함께 작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 크리에이티브한 애니메이션 & 오브제 모델링 / 건축·기구·기계 모델링 과정과 결과
            -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 주제의 영상 제작물 업로드

ZWCAD 2021 or 
ZW3D 2021을
직접 사용해보기

영상을 제작하여
개인 블로그 / 유투브 / 카페 중 
1개 채널에 업로드 

참여 필수항목+ 업로드
URL 이메일 제출

  - 이름

  - 소속 (학교 or 회사명)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신청한 제품부문 (ZWCAD 2021 or  ZW3D 2021)
  - 제작물 업로드한 개인 블로그/ 유튜브 URL
  - 작품 제목 및 설계/모델링에 대한 설명 
  - 프로젝트 도면 원본파일 & 제작한 영상 파일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3년 동의여부

· [영상_작년 공모전 작품] 

    ZW3D로 치즈케이크 뿌시기

· [영상_작년 공모전 작품] 

   ZWCAD로 명화그리기 (feat. 팽수)

· [영상_작년 공모전 작품] 

   ZW3D로 RC카 제작하기

 이미지 클릭 시, 제작 예시 콘텐츠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DCOACPQ2KeM
https://youtu.be/aQ6u565v__E
https://youtu.be/DCOACPQ2KeM
https://youtu.be/aQ6u565v__E
https://cafe.naver.com/lovezwcad/2940
https://cafe.naver.com/lovezwcad/2940


ZWCAD 2021 / ZW3D 2021 유저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콘테스트 유의사항

* 콘테스트 출품 관련

* 심사 및 시상 관련 

* 경품 관련

-  업로드 가능한 커뮤니티는 개인 블로그 & 유관 카페 &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정합니다
    (Instagram, Facebook 제외)
-  작품 설명글은 최소 300자 이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작품 업로드 후, 업로드 URL+ 원본파일(도면)+사진/영상 파일을 이벤트 필수항목과 함께 이메일 제출
    ※ [내가 ______써봤다] 부문의 경우 원본파일(도면)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처: marketing@zwcad.kr

-  심사는 ZWCAD KOREA 내부 실무자급 1차/2차 심사로 진행되며 접수된 결과물의 기획력&완성도 
   기반으로 정량적 심사로 진행됩니다.
-  ZWCAD 2021 / ZW3D 2021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후 타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은 물론, 시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  최종 수상작에 해당하는 작품/수상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말에 발표합니다.
-  발표 이전 수상 인원에게 개별 고지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  접수자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의 경우 우대 가능합니다
- 학생 수상자에게는 이노비즈협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을 수여해드립니다.

-  수상 시 5만원 이상의 경품에는 제세공과금 4.4%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  수상 시 신분증/통장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모든 경품에 해당)
-  상품은 상황에 따라 비슷한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유저 아이디어 콘테스트는 부문별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  콘테스트 참여시 마케팅 활용 유의 사항에 동의해주셔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  콘테스트 참여시 제출한 영상의 경우 ZWCAD KOREA 내부 채널 및 홍보물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제출한 사진 및 영상은 추후 ZWCAD KOREA 마케팅 활용에 문제가 없는 영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해 ZWCAD KOREA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