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수신 수신자 참조(대학교 총장)

(경유)

제목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행사참가 홍보 요청

       1.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시는 혁신적인 ICT 아이디어, 인재 및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위하여 2015년부터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대의 ICT융합  

아이디어 및 창업 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3.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는「제3회 글로벌 이

노베이터 페스타(GIF)」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후원으로 열리며, 아이디어경진대회 우승

자 등 수상자에게는 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등 기관장상과 1억여원의 상금, 해외연수 특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4. 행사의 주 참가층인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홈페이지 게재, 포스터 

부착 및 교내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개요

           1) 행  사  명 : 제3회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2) 기간/장소 : 2017. 11. 3(금) ~ 11. 4(토), 2일간 / 대구 엑스코

           3) 개최규모 : 국내외 참가자 2,000명 내외 

           4) 주요행사 : 아이디어 경진대회, 스타트업 전시, 글로벌 컨퍼런스, 동시개최 

및 부대행사 등 

           5)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6) 참여기관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계명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SW마이스터고, (재)대구테크노파크, K-ICT창업멘토링센터,  중국

(시안) 산시성 중소기업촉진국

           7) 후    원 :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구시교육청, 마이크로소프트, ㈜송현인

베스트먼트, 사)대경융합산업발전협회, 대경ACI엔젤클럽, 와디즈 

(Wadiz), 킹슬리벤처스, 스파크랩스

 나. 아이디어 경진대회 모집개요

           1) 대회분야 : 메이커톤, 아이디어톤, 스타트업 오디션

           2) 모집대상 : 만15세 이상의 아이디어를 보유한자 

           3) 모집기간 : 2017. 10. 13(금) 까지

           4) 접수방법 : GIF 공식홈페이지(www.gifesta.com) 접수

           5) 시상/특전 :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등 각 기관

장상 및 상금 수여, 해외연수 특전기회 제공 등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요>

▶ 메이커톤(MAKE-A-THON) : 메이크(make)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제한시간내에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하여 실용적인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SW를 개발하는 경연

  - 대회주제 : Azure를 활용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IoT



  

※ 세부사항 : 제3회  GIF 홈페이지(www.gifesta.com) 참조

  다. 협조 요청사항

           1) 요청사항 : 참가자 모집 홍보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홈페이지 링크)/웹배너 게재

             - 교내 단과대학별 포스터 부착

             - 교내 현수막 게시 협조

           2) 문의사항

            - 사업문의 : 053-655-5602 / wyyang@dip.or.kr

            - 참가문의 : 053-263- 5515, 655-5652 / gifesta2017@gmail.com

붙임 1. 제3회 GIF 온라인 홍보 포스터(홈페이지 게재용) 1부. 

     2. 포스터 및 리플렛(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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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톤(IDEAthon) :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 제한시간내에 

제시된 주제에 맞추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정리,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주제별 

프리젠테이션 경연

 - 대회주제 : 나눔의 혁신, 공유경제

▶ 스타트업 오디션(Audition)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의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에 대한 피칭 서바이벌 경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