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출 서류 : 

      > PPT 3장 이내로 주제에 부합하는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표지/간지 제외, 영어로 작성)

      > 모든 참가자의 자필 날인이 포함된 참가 동의서

해커톤
Girls in ICT 2019

5G와 IoT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5G와 IoT의 실시간 연결로 세상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여러분의 IoT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200만원 x 인턴십
Hackathon 우승팀

해커톤 일정

— 마감 : 4월 18일 (목) 정오

— 참가자격 : 이공계 전공 재/휴학 중인 여성 대학(원)생

— 팀 구성 : 최대 3명

— 주제 : 10개 산업군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IoT 서비스 아이디어

*이공계 복수전공자도 지원 가능

참가 신청

선발 기준

사전교육

- 일시 : 5월 3일 (금) 오후

- 장소 : Ericsson-LG 본사(강남역) 인근

- 교육 내용 : 

  > Ericsson IoT Accelerator 기초 교육 및 데모

  > 라즈베리 파이 및 기본 제공 키트에 대한 교육 및 실습

해커톤

- 일시 : 5월 중순 무박 2일

- 장소 : Ericsson-LG 본사(강남역) 인근

- 해커톤 주제 : 10개 산업군의 디지털화를 위한 새로운 IoT 서비스 아이디어

- 발표 및 데모 : 10분 발표 (Q&A 포함)

- 시상 : 최우수 3팀

- 상금 및 부상 : 팀당 상금 200만원, 방학 중 인턴십, 상패 및 상장

*한국어 혹은 영어 발표, 동시 통역 서비스 지원 예정

얼리버드
이벤트!

참가신청 선착순 20팀 전원에게
스타벅스 상품권 증정합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IoT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Ericsson-LG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
elg.communications@ericssonlg.com

ericssonlgkr@

참가 신청
~ 4월 18일

예선
서류심사
~ 4월 말

사전교육
본선진출 10팀

5월 초

본선
해커톤
5월 중

* 본선 진출팀은 해커톤 기간 중 코딩을 통해 제안 아이디어와 관련된 데모를 구현해야 함.

* 해커톤은 본선 진출팀에게 제공되는 라즈베리 파이, 센서모듈 등을 이용하여 구현해야 하며, 
  상용 IoT Platform인 Ericsson IoT Accelerator(IoT A)와 연동 되어야 함.
 
* 본선 전 본선 진출팀 대상으로 IoT A, 라즈베리 파이, 센서모듈 등의 연동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임.

* 심사위원 중 CEO를 포함한 외국인 심사위원이 포함됨.

산업과의
관련성

제안의
명확성

제안의
실현가능성

제안의
혁신성

*일정 및 장소는 본선 진출 10팀에게 별도 안내 예정

*일정 및 장소는 본선 진출 10팀에게 별도 안내 예정.

*에너지 및 유틸리티, 제조, 공공안전, 의료, 대중교통,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금융 서비스, 리테일, 농업

제조 공공안전

의료대중교통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금융 서비스

리테일

농업

에너지 및
유틸리티

공모전 참가신청하러 가기

https://www.onoffmix.com/event/171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