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인지메이커 챌린지 FAQ 

 

체인지메이커 챌린지란? 

 

 호라이즌 재단(Horizon Foundation)과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 of Central 

Maryland)가 함께 주최하는 체인지메이커 챌린지는 하워드 카운티 내에서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변혁과 참신한 생각을 끌어내는 대 

중점을 둔 행사입니다.     

 사회 변화에 있어서 Shark Tank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재단과 유나이트드웨이가 체인지메이커 챌린지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하워드 카운티 커뮤니티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의료, 환경, 대중교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워드 카운티에서는 오랫동안 다양한 개인과 단체의 식지 않는 

노력으로 이런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체인지메이커 행사를 통해 저희 커뮤니티에 참신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일으켜 함께 축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따끈따끈한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체인지메이커 챌린지 도전 방법은? 

 

 체인지메이커 챌린지 참여 기회를 원하시면 2017 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웹페이지에서 빅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세요. 

www.changemakerchallengehc.org. 
 

http://www.changemakerchallengehc.org/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체인지메이커 챌린지에 참여하게 될 분들에게는 

2017 년 9 월 15 일까지 최종 후보자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자들은 2017 년 10 월 30 일 Kossiakoff Center 에서 현장 관객들과 

심사위원단 앞에서 본인의 빅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됩니다.  

 

 총 우승자 세 명에게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10,000 불의 초기자금 

및 프로젝트 컨설팅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가 자격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도 되는지? 

 

●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18 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나 비영리기관에 하워드 

카운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빅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영리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빅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지? 

 

● 하워드 카운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빅 아이디어라면 

좋습니다. 

● 너무 소박하다거나 너무 무리한 아이디어란 없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참신하고, 열정이 담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 제출된 아이디어는 혁신성, 영향력, 실행 가능성,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아이디어는 하워드 카운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이란? 

 

● 사회적 혁신이란 사회 문제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거나, 참신한 해결책 혹은 기존 해결책의 개선책을 말합니다. 사회적 

혁신을 통해 생성된 가치는 개개인보다는 주로 커뮤니티 전체에 누적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