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사회의 창업 저변을 넓히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이익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되어 성공적인 사업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지속적인 도전과 창업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시켜 창업육성·지원
 ○ 창업육성 교육 프로그램 등 향후 진행 될 다양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창업 문화 조성.

 ○ 응모분야 : 

 ○ 참가연령 : 만19세(99년생)~만39세(80년생)의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 응모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졸업생 또는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3년 미만 사업자)

      ※ 팀원 중 1명 이상 노원구 거주자인 경우, 가산점 부여함   
 ○ 응모인원 : 총 11개 팀(3인 이하)
 ○ 세부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19.10.11.(금).~2019.11.01.(금) 오전 11:00까지

서류심사 2019.11.04.(월)~2019.11.05.(화) 

서류 결과 발표 2019.11.06.(수) / 합격자(팀)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업계획서 PPT 발표 심사 2019.11.12.(화) 예정

결과발표 2019.11.15.(금) 예정

시상식 2019.11.19.(화) 예정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제1회 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경진대회 모집 공고

본 프로젝트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창업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업 인재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우수한 아이디어와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예비·초기 창업 팀의 창업 의지 확산 및 지원·계획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Ⅰ. 목적 및 필요성

Ⅱ. 개요

기술 및 지식 창업 부문
기술·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 정보 통신, 화학, 소프트웨어 개발,

지식 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디자인 창업 부문 3D프린팅, 360도 카메라, 레이저커터, 브랜딩 디자인 등

일반 창업 부문 제조, 기타 창업 아이템 등

기타 위 분야에 관계없이 참가자(팀)가 희망하는 창업의 모든 부문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일정 변경 시에는 노원구청, 인덕대학교 홈페이지, 인덕대 캠퍼스타운조성사업단
     공식 블로그에 게시함.

  ○ 신청 및 접수

    - E-mail 접수 : idcampus@naver.com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사업계획요약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파일 참조), 사업계획서(PPT) 각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노원구청, 인덕대학교 홈페이지,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단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dcampus)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내용 : 핵심인력 소개, 아이디어(기술 및 제품) 소개, 창업활동 계획, 
      아이디어(기술 및 제품)관련 시장 현황, 마케팅 방안 등.

○ PPT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바탕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1차)
    - 발표심사 : 서류 심사에서 통과된 팀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발표심사는 PPT발표(사업계획서)로 진행, 팀당 15분 이내 발표(질의응답포함)
    - 심사기준 : 창업자(팀)의 역량, 사업성, 창의성, 기술성, 독창성 등

○ 문 의 : 02)950-7533(인덕대학교 캠퍼스타운 조성단)
 

   ※ 심사위원의 심사기준 미달시,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Ⅲ. 시상내역

구 분 시상 내역 인 원  시상금

공통 대상 1개팀 3,500,000원

예비창업자 트랙

최우수상 1개팀 2,500,000원

우수상 2개팀 각 1,500,000원

장려상 2개팀 각 900,000원

초기창업자 트랙

최우수상 1개팀 2,500,000원

우수상 2개팀 각 1,500,000원

장려상 2개팀 각 900,000원

mailto:idcampus@naver.com


○ 창업활동비(지원금) 지원 : 차등지급
    - 지급일 : 시상식 후,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

○ 수상 팀 준수사항 ※의무
    - 참가신청서 등 제출 자료의 내용이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의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100% 환수 등의 조치
    - 인덕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 주관 창업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이수    
    - 노원구청 주관 대내·외 행사 참석(해당시)

Ⅳ.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