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Newswire> 2016 오픈 이노베이션 - 유명 연사, 환상적인 아이디어, 사회에 대한
혜택이 한 자리에
(모스크바 2016 년 10 월 28 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 5 회 연례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Open Innovations Forum)이 이달 26 일부터 28 일까지 Skolkovo
Technopark 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의 혁신적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다. 이번 포럼에는 100 개국 이상에서 1 만 3 천 500 명의 관람객, 600 명의
연사가 참가했으며, 100 개 이상의 세션이 열렸다. 또한, 300 곳 이상의 투자사 및
벤처금융사, 약 1 천 200 명의 혁신적인 구조 대표와 2 천 명 이상의 기업대표, 3 천 곳의
스타트업 기업이 포럼에 참가했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uk/7964951-open-innovations-forum-2016/
Skolkovo Technopark 에서 3 일간 개최된 올해 행사는 열린 토의, 관련 회의 및
협력사와 투자사 모색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됐다. 포럼의 성공은 달성된 회의와 계약 수를
통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행사 중 700 건 이상의 협상이 진행됐으며, 50 건
이상의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
러시아 국무총리 Dmitry Medvedev 는 “올해 포럼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테크노파크로
여겨지는 Skolkovo Technopark 에서 개최됐다”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원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도와주는 성공적인 출발점의 하나에 대한 명백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포럼 참가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특별한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부총리 Arkady Dvorkovich, 이스라엘 과학, 기술 및 우주부장관 Ofir Akunis,
싱가폴 무역산업부 장관 Koh Poh Koon 박사, Skolkovo 펀드 책임자 Viktor
Vekselberg, 모스크바 과학, 산업정책 및 기업부 책임자 Oleg Bocharov 도 이번 포럼에
참석했다.
올해 이스라엘은 포럼의 협력국가였다. 과학과 기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전된 분야로,
과학연구 분야에서 4 위에 해당하는 위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주제는 ‘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 방식의 사업 수행 - 최선의 실천사례의 전달’ 세션에서 논의됐다. 이스라엘 내
구글 연구개발센터 운영이사이자 ‘검색에 대한 추세와 통찰’의 저자인 Yossi Matias 는
인공지능과 스마트기기에 대해 강연했다. 이스라엘 고도기술의 ‘대부’인 Yossi Vardi 는
전 세계 스타트업 커뮤니티 지도자들 간 회의를 이끌었다.
혁신적인 진보에 관한 전 세계의 다른 유명인사들이 포럼의 여러 행사들을 이끌었다.
아마존 부회장 Paul Misener(미국)은 회사의 성공에 대한 비결을 공유했다.
JumpStarter 주식회사 및 Hyperloop Transporation CEO Dirk Alborn(미국)은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Mars One 공동 설립자 Bas
Lansdorp(네덜란드)는 화성의 식민지화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은 2012 년부터 매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Skolkovo
재단이 주최하며, 러시아 경제부, 모스크바시 정부,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RUSNANO 펀드, Russian Venture Company, Vnesheconombank, 소규모 혁신기업
지원기금이 함께 공동 주최한다.
포럼 공식 웹사이트 주소: https://forinnovations.ru/en/
공식 미디어 주소: http://forinnovations2016.tasspho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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