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 운영일정 및 내용

2020 베우다 창업캠프 안내
회차

교육일정

담당사

세부 교육과정

1회차

10/30(금)
09:30~12:30

[이금재 대표]
㈜일로와

크라우드 펀딩
① 경진대회 및 IR에서 선정되지 못할 경우 자금확보 방안
마련
②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해보므로 창업생태계 시야 확보

2회차

10/30(금)
14:00~17:00

[이금재 대표]
㈜일로와

최소 상품 검증 (MVP)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 상품 개발과 MVP 계획을 직접 수립

1. 배경 및 목적
❍‘베우다’란 제주방언으로‘보이다’라는 뜻이며,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사업아이템이
구체화되어‘보이게’한다는 의미를 내포
❍ 창업동아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이템 기획부터 실제 창업까지 일련의
과정을 학습
❍ 기업실무자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사업아이템 구체화 및 체계적인 창업프로세스 이해
❍ COVID-19 대비 비숙박 캠프로 운영하며, 회차별 교육에 따라 학생들이 교육을 선택
하여 수강하도록 함

2. 운영개요

3회차

11/6(금)
09:30~12:30

[백진충 대표]
브랜드날다

기획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팁 part 1
① 기획교육을 통하여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설정 등
전반적인 체계화 교육 필요
② 기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발판 마련
③ 지원사업에서 선발되는 사업계획서 팁

4회차

11/6(금)
14:00~17:00

[백진충 대표]
브랜드날다

기획 교육 & 사업계획서 작성 팁 part 2
① 기획교육을 통하여 시장조사, 경쟁사 분석, 타겟설정 등
전반적인 체계화 교육 필요
② 기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계획서 발판 마련
③ 지원사업에서 선발되는 사업계획서 팁

5회차

11/13(금)
09:30~12:30

[백진충 대표]
브랜드날다

피칭 교육
① 발표자료 작성 전략
② 발표자료 작성 실무
③ 발표 스킬
④ IR 발표

6회차

11/13(금)
14:00~17:00

[오홍윤회계사]
기업전문 회계관리

원가계산 & 가격결정
① 시제품의 원가 계산
② 대량생산을 위한 방법

7회차

11/20(금)
09:30~12:30

[권녹실 이사]
와디즈
파트너스(주)

2020 투자 트렌드 분석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을까?’

8회차

11/20(금)
14:00~17:00

[유미나 팀장]
와디즈
플랫폼(주)

투자유치 성공 스타트업 대표 노하우 및 투자유치 컨설팅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모든 것’

❍ 교 육 명: 2020 베우다 창업캠프
❍ 일

시: 2020. 10. 30.(금) ~ 11. 20.(금)
매주 금요일 09:30~12:00, 14:00~17:00 - 8회(3시간/회)

❍ 장

소: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강의실

❍ 참여대상: 제주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재학생 15명(회당) 내외
❍ 신청기간: 공지일 ~ 2020. 10. 23(금)
❍ 주

관: 제주대학교 LINC플러스사업단,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 주

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 문의사항: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T.064-754-4412

※ 상기 교육일정은 운영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운영절차
교육생 모집

회차별 교육운영

․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 선택
․ 수강인원 초과시 창업동아리

․ 회차 별

→

우선선발

기업

일대일 멘토링
․ 학생 – 기업실무자 간의

실 무자 가

교육진행
․ 소규모 클래스로 운영

→

멘토링 지원
․ 창업동아리 단계별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진행

4. COVID-19 안전 대응 방안
❍ 바이러스 차단 위생 가림막 설치 후 교육 진행
❍ 강의실 소독
❍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시비치)
❍ 교육장 입실하기 전 발열체크
❍ 체온이 37.5℃이상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교육장 입실 제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실 내에 음식물 섭취 금지(물, 차 커피 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