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ETS 2020 STARTUP PROGRAM
참가기업 모집 공고
“Be My Hero”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세계의 아카데미션 앞에서 여러분의 Solution을 보여주세요”

1

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CAETS)란?
• International Council of Academies of Engineering and
Technological Sciences(CAETS)의 약자로 1978년에 설립되어 30개
국가의 아카데미가 활동하는 공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기구
• 매년 총회, 심포지엄, 국가간 미팅 등을 개최. 공학기술 및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범국가적 아젠다 토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제언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기구
•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도출된 제안 사항들은 심포지엄 Statement
형태로 발간하여 UN총회, EU연합 등에서 발표 및 배포
• 공학포럼, 세계 30여 개국 공학한림원 이사회, 에너지위원회, Working
Group Discussion, 연회, Technical&Cultural 투어 등이 진행
• CAETS 2020 행사는 한국공학한림원(NAEK)이 주관하여,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되며, 총 30개국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
• 올해 2020년 CAETS에서는 스타트업 프로그램, 쇼케이스가 추가적으로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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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TS 2020 소개
• 주관: 한국공학한림원(The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of
Korea)
• 전체 행사주제: Engineering a Better World, Smart Society
• 일시: 2020년 6월 22일(월)-25일(목), 총 4일
•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특별시 종로구)
• 주요 프로그램
일시

Program

6/22(월)

세계공학한림원 이사회, 회장단회의 등
1세션. Hyper-connected Life
점심
2세션. Smart Energy Network in Urban Environment
Coffee Break
3세션. Climate change issues & Challenges in Urban

6/23(화)

6/24(수)
6/25(목)

Environment
만찬
4세션. Education for Smart Society
점심
위원회 회의
Technical & Cultural 투어

※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caets2020.org에서 확인
• 참여예정기업: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S그룹,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KT, LG화학,
GS칼텍스, CJ제일제당, 제일기획, 서울반도체, 일진그룹, 원익그룹,
동진쎄미켐, 포스코그룹, GS건설, 삼성SDI, 삼성전기, 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실리콘마이터스, 비아트론, 이제이텍,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한국전력공사, 한화그룹, 현대제철, OCI,
마이다스아이티 등
• 참여예정투자사: 삼성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메가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네오플럭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BNW인베스트먼트, 슈미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지오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TBT 등
그 외 주요 대학, 국가연구기관 등 참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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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TS 2020 STARTUP PROGRAM
“스타트업 pitching과 showcase를 통해
유력한 투자사와 네트워킹 기회를 드립니다”
• 모집대상: 2020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의 심포지엄 세션 주제와 연관된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국내외 스타트업 8개사
• 모집부문
세션 주제

관련 분야

1세션. Hyper-connected Life

IoT, Big Data, Telecommunication

2세션. Smart Energy Network in

Smart Grid, DER(Distributed

Urban Environment

Energy Resources)
Impacts of Climate Changes on

3세션. Climate change issues &
Challenges in Urban Environment

Urban areas, Sustainable Urban
futures
Education Transformation in the

4세션. Education for Smart

Age of AI, Cyber Ethics,

Society

Innovative Education

• 진행방식
- 포럼 각 세션 발표 후 2개 업체의 pitching을 진행하며, (총 4개
세션, 8개 업체) 업체별 3분 발표
- pitching에 참여하는 기업 중 신청기업에 한하여 행사장 외부에 기업
홍보 부스 제공
- Pitching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
• 제공혜택
- CAETS 2020 심포지엄 등록비($400) 면제
- 국내외 주요기업, 투자파트너 및 전 세계 아카데미 회원들과의
네트워킹
- 기업 홍보부스 제공(6.22(월) ~ 23(화)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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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 Cultural & Industrial 투어 등 부대 행사 참가 가능
- 외국 참가자에 한하여 기업당 1명에게 숙박(서울 포시즌스 호텔)제공
- 기업 데모영상을 행사기간 중 상시 상영
• 접수기간: 2020.1.21.(화) - 2020.2.16.(일)
• 업체선정 심사: 2020.2.17.(월) - 2020.2.24.(월)
• 결과발표: 2020.2.28.(금)
• 신청방법
- 2020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 홈페이지(www.caets2020.org) 내
Startup Pitch에서 지원
- 제출정보: 연락처(휴대전화, 메일), 기업소개 또는 pitch내용을 담은
영상(5분) 링크
• 선정기준
- 한국공학한림원 CAETS 2020 준비위원회에서 주제적합도, 창의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선정
• 문의처: 2020세계공학한림원평의회(CAETS 2020) 주관기관
한국공학한림원 담당자 윤지수 연구원. Tel.+82 02-6009-4006 /
yjs@na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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