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상금과 부문 수가 증가한 제2회 HBM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 등록 개시 

 

-- Al Tayer,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연구상과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이용상 등 두 

개의 상으로 구성된 학술 부문 추가”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2018년 2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두바이 도로교통국(Roads and 

Transport Authority, RTA)이 함단 빈 모하메드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Hamdan bin Mohammed 

Award for Innovation in Project Management)에 새로운 부문을 추가하고, 상금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1회 함단 빈 모하메드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이 크게 성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참가자 수를 기록함으로써, 제2회부터 이와 같은 변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69451-registration-hbm-award-project-management/  

 

RTA 국장 겸 이사회 의장이며 HBM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의 신탁 이사회 의장인 Mattar Al 

Tayer는 “상금 규모를 29%, 즉 AED260만(US$710,000)만큼 늘릴 계획”이라며 “또한, 학생, 학술 

의원 및 연구원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연구상’과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이용상(시상 부문)’ 등 두 개의 상으로 구성된 학술 부문도 추가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올 12월에 열리는 제5회 두바이 국제 프로젝트 관리 포럼(Dubai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Forum, DIPMF)에서 상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제2회 HBM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의 후보 등록은 이달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http://www.hbmaipm.com)에서 접수할 수 있다. 

 

HBM 프로젝트 관리 혁신상 신탁 이사회 임원이자 사무총장인 Laila Faridoon은 “이번에 추가된 

학술 부문은 상금 US$40,000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연구상도 포함한다”며 “이 상의 

목적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관리 이론과 원칙 구축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학술 부문은 또한 비슷한 규모의 

상금 US$40,000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관행 이용상(학술 부문)도 포함한다”면서 “이는 이 

상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이 상의 목적을 지원하는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유치함으로써 

학술 프로젝트 시행 시 프로젝트 관리 원칙 채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multivu.com/players/uk/8269451-registration-hbm-award-project-management/


또한, 그녀는 “개별 시상 부문의 상금 규모를 늘렸다”라며 “최고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자 

부문과 최고의 혁신 PMO 부문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US$30,000에서 US$50,000로 

증가했고, 창의적인 팀 부문의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US$40,000에서 US$80,000로 두 

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직 부문의 경우 총 상금 규모가 US$450,000에 달한다”면서 

“조직 부문은 혁신적인 프로젝트 관리 아이디어상(US$100,000), 혁신적인 프로그램 관리 

아이디어상 및 혁신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아이디어상(US$200,000)의 세 개의 상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신청자가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일반적인 규칙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규칙과 조건은 

웹사이트(http://www.hbmaip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https://mma.prnewswire.com/media/637660/HBM_Award_Innovation_Project_Management.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