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 모집요강>
*접수 마감 후 일정 변경된 모집요강

1. 대회 개요
- 대회명 : '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
- 일시 및 장소 : 2020.05.28.(목) 14:00~18:00 / 한국경제신문빌딩 18층 다산홀
- 주최 및 주관 : 한경닷컴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창업보육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공모 분야 : 모바일 사업 아이디어 분야 (단일 분야)
- 진행 일정
1) 공모 기간 : 2020.02.24. ~ 2020.04.30.
2) 1차 평가(서류 평가) : ~ 2020.05.15.
3) 1차 평가 발표 : 2020.05.15.
4) 앱 챌린지 클래스(App Challenge Class): 2020.05.18. ~ 2020.05.22.
5) 2차 평가(발표 평가) : 2020.05.25.
6) 수상팀 발표 : 2020.05.26.
7) 시상식 및 피칭대회 : 2020.05.28.
2. 제출 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참가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아이디어 제안서 1부 (PPT 형식 20매 이내, 자유형식 제출)
- 세부 내용 필수 포함 항목
4-1) 아이디어 도출 단계 (문제 인식, 문제 발견, 도입 등)
4-2) 아이디어 메인 컨셉
4-3) 아이디어 상세 설명
4-4) 개발 시 상세 화면 구성 (실현 계획)
4-5) 기대 효과
3. 응모 자격
: 전국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1팀 4인 이하 구성 (1인 출전 가능)
*응모제한 사항
- 타 공모전에 출품한 아이디어 출품 금지
- 공모작품이 ‘기 발표된 작품’ 이거나 ‘동일 혹은 유사한 작품’일 경우 심사위원의

결정하에 참가자격을 상실함
- 수상작 결정 후에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수상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4. 선발 절차 및 심사 기준
- 서류 접수-> 서류 평가 -> 발표 평가 -> 최종 선정
- 1차 평가 : 신청서 검토평가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아이디어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가?
창의성

35점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기능/특징이 있는가?
아이디어 구현 및 개발로 사업화가 가능한가?

사업성

글로벌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40점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일상생활, 비즈니스 등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가?
활용성

25점
개발 필요성을 충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가?
합계

100점

- 2차 평가 :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며 사업화가 가능한가?
사업성

목표로 하는 시장이 명확하며 틈새시장이 있는가?
글로벌 진출 가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35점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창의성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독창적인가?
타 경쟁사 및 서비스와 차별화가 되어 있는가?

25점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적정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구현가능성

있는가? (앱 기획 및 구성 능력 평가 / 개발 능력X)
제시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 적절한 팀이

15점

구성되었는가?
활용성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명확하며 적절한가?
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미와 기능, 가치 등을 제공하는가?
합계

25점
100점

5. 수상 혜택
- 수상 상장 및 상패 수여
- 상금 수여
- 2020 한경 앱 아이디어 챌린지 피칭 기회 제공
-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개발사 매칭 지원
- 한국경제신문 수상 지면 기사 송출
- 한국경제신문 온라인 보도자료 송출
- 행사 후 기업-신청자 간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6. 접수 및 문의
한경닷컴 마케팅본부
cst1211@hankyung.com / 02-3277-9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