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문가 창의력 컨테스트

K-Aalto

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 (KOSES)에서는 차세대 전문가들의 혁신적/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나아
가 창업기회등 동기부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창의력경진 행사를 개최 합니다.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차세대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K-Aalto (Korean Wave)

2018년 11월 24일 10 - 20
Design Factory (Aalto University, Otaniemi Campus)
Theme: Idea to Business (또는 Technology to Business)

Program
11-13 브런치 + 전문가 초청강연
13-18 창의력 컨테스트 (경진대회)
18-20 저녁식사 및 네트워크

컨테스트 진행절차
Speed meeting (각 참가자 또는 팀 개별적 자유소개) → New grouping (주제별 또는 희망자별 3-5

1)

개 팀 재편성) → 2)Task work (idea development) → 발표준비 (1시간 이내) → 각 Task group 발표 →
평가심사 및 시상

3)

1)

멘토 이용 가능

3)

전문패널 및 청중평가단 평가포함

2)

주제: 생활과학, Trade, Game Business

시상내용
최우수 1 개팀: 소정의 상금 (800 유로) 및 상패
우수 1개팀: 소정의 상금 (200 유로) 및 상패
우수아이디어 1개 (개별 또는 팀): 소정의 상금 (100 유로) 및 상패 (→접수 신청서 아이디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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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자격 제한없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은 핀란드 및 유럽내 거주하는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1) 경진대회참가:


접수 마감일전까지 신청서 접수 (개인 또는 팀 참여 가능) - 행사진행 일정 참조



신청서: 자유양식 (이름, 소속, 소속과협 유무, 관심분야 및 컨테스트 주제에 부합하는 아이
디어 포함), 국문영문 제출 가능

2) 행사관람 또는 참관:


11월 10일까지 이메일 참가신청 (성함, 소속 및 청중평가단 참여의향 여부 표기)



청중평가단 참여시 본선 발표자 평가

3) 참가신청: koses.finland@gmail.com 으로 이메일 접수

행사진행일정


참가자 신청서 접수: 9월 24일 - 10월 24일 (핀란드외 유럽지역은 10월 15일 마감)



신청서 검토 및 경진대회 초청장 발송: 11월 5일까지 (핀란드 외 지역은 10월 25일 전 통보)
*경진대회 참가 신청서는 핀란드과협으로 위촉받은 전문가 패널들이 검토 진행

참가비


핀란드과협 및 재유럽과협 회원 (단, 회비납부 정회원에 한함): 없음



비회원: 100 유로

지원사항


참가자 소정의 교통비 지급 (핀란드 지방 참가자 대중교통 실비지급)



핀란드외 유럽지역 참가자: 최대 200 유로



입상팀 (또는 참가자), 향후 창업 관련행사 진행시 (기업미팅, 교육, 경진대회등) 추천, 초청 및
발표기회 우선 부여

기타사항


세부 경진대회 프로그램 및 진행절차는 본대회 초청자(팀)에게 추후 별도안내



문의사항: 이메일 koses.finland@gmail.com 또는 전화 +358 44 317 0988 으로 문의

핀란드한인과학기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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