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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
(H-온드림 스테이지)에 모십니다.

올해 새롭게 진행되는 2017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 오디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
[H-온드림 스테이지]를 10월 19일(목) 오전 10시에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합니다.
[H-온드림 스테이지]는 2017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가들의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또한 사회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선배들과 미래의 사회적기업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의미있는 자리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온드림 스테이지

2

H-온드림 스테이지
행사개요

ㅣH-온드림 스테이지
구분

내용

일시

2017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 13시 30분 (6기 선발팀은 16시 15분까지)

장소

양재 L타워 5층 메리골드 홀

대상

2017 H-온드림 펠로 6기(25개팀)
2018 H-온드림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예비 펠로
사회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선배 사회적기업가 및 관련자
그 외 H-온드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프로그램

1부 : 발대식
오프닝 영상 / 인사말씀 및 축사 / 시상식 / 6기 25개팀 사업아이템 소개 및 발표 / 네트워킹
6기 오리엔테이션 (6기 선발팀만 해당)
2부 :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6기 선발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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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H-온드림 스테이지
행사일정
항목

시간

내용

오프닝 스테이지

10:00~10:05 (5’)

- H-온드림 펠로 공연

사회자 등장

10:05~10:07 (2‘)

- 사회자 등장 및 행사 취지 안내

오프닝 영상

10:07~10:10 (3’)

-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H-온드림 성과 공유 영상 상영
: 나는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인사말씀 및 축사

10:10~10:20 (10‘)

- 인사말씀 및 축사

브릿지 영상

10:20~10:25 (5‘)

- 브릿지 영상 : 꿈을 꾼다

H-온드림 펠로 6기
선정 시상식

10:25~10:35 (10‘)

- 시상식 및 기념촬영

H-온드림 펠로 6기
소개 및 발표1

10:35~11:20 (45’)

- 분야별 발표 (총 13개팀)
제조,유통 / 문화,예술

비고

사회자 : 정성한

Break Time
H-온드림 펠로 6기
소개 및 발표2

11:30~12:15 (45’)

- 분야별 발표 (총 12개팀)
교육/ 디자인/ 보건, 사회복지 / 폐기물처리/ 정보통신 / 기타
점심식사 (네트워킹 타임)

H-온드림 펠로 6기
오리엔테이션

13:20~13:40 (20’)

- 6기 오리엔테이션

6기 선발팀만 해당

클로징

13:40~13:42 (2’)

- 사회자의 내용 정리 및 휴식

6기 선발팀만 해당

현대모터스튜디오로 이동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15:00~16:15(75’)

-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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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선발팀만 해당

H-온드림 스테이지
행사장소

ㅣ양재 L타워ㅣ

§ 총 8층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의 호텔형 연회전문센터
§ 700대 수용이 가능한 초대형 주차장 보유
§ 3호선 양재역/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도보 5~10분소요
(교통이 편리한 위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삼정스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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