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 교육내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21 베우다 창업캠프 운영계획(안)

프로그램명

오리엔테이션

1. 배경 및 목적

세부내용
- 프로그램 목적 및 개요 소개
- 교육 일정 및 프로세스 안내

❍‘베우다’란 제주방언으로‘보이다’라는 뜻이며,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사업아이템이
- 창업의 3요소 중 하나인 팀, 팀워크를 경험하고 협동심을 향상

구체화되어‘보이게’한다는 의미를 내포

- 창업기업에서의 팀빌딩의 중요성과 사례

❍ 창업동아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아이템 기획부터 실제 창업까지 일련의
출발! 팀빌딩

과정을 학습

- 이코노 큐브(금은동 게임) : 협상 상황하에 협상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협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협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드게임으로 진
행하는 모의협상게임 진행

❍ 창업전문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사업아이템 구체화 및 사업계획서 완성도 제고
❍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 참가 유도

2. 운영개요

VOC를 활용한
아이디어 보완 및

❍ 교 육 명: 2021 베우다 창업캠프
❍ 일

시: 2021. 4. 6.(화) ~ 4. 8.(목) / 18:00~21:00

❍ 장

소: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 강의실

- 팀워크 향상을 위한 체험형 비즈니스 팀빌딩 활동

고도화 실습

- VOC(Voice Of Customer) 기법을 적용하여 공감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를 고도화
- 아이디어 발굴단계에서 나아가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
- 아이디어를 고객의 입장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고도화하여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향상

❍ 참여대상: 제주대학교 창업동아리 및 재학생 30명 내외(※창업동아리 우선 선발)

소비자 분석과

- 시장변화에 따른 소비자 행동과 트렌드 파급효과 이해

❍ 신청기간: 공지일 ~ 2021. 4. 5(월)

목표시장 분석

- 목표 시장의 정의와 진입시장 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이해

❍ 신청방법: 구글폼작성(https://forms.gle/NzZfBf488GrQkQu29)
❍ 주

관: 제주대학교 LINC플러스사업단,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 주

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비즈니스모델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
VC를 사로잡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3. 운영일정 및 내용
❍ 프로그램 운영(안)
일정

4/6
(화)

BM 캔버스를 활용한

4/8
(목)

18:00~18:10

오리엔테이션

18:10~19:00

출발! 팀빌딩

19:00~21:00

VOC를 활용한 아이디어 보완 및 고도화 실습

- 비즈니스모델 9-Block 적용 및 완성
-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및 용도별 활용 사례 탐구
-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통해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 ‘학생 창업유망팀 300’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팀별 온라인 사업계획서 고도화 멘토링
- 현장 교육에서 작성한 BM/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 창업 전
문가와 함께 수정 및 보완 작성 진행
창업 전문가와

18:00~19:30

소비자 분석과 목표시장 분석

온라인 사업계획서

19:30~21:00

BM 캔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성

멘토링

18:00~19:00

사업계획서 작성 핵심 전략

19:00~21:00

VC를 사로잡는 사업계획서 및 작성 실습

팀별 비대면 멘토링

- 성공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우수사례 확인

교육내용

함께하는
4/7
(수)

- 비즈니스모델의 이해와 나인블록을 활용한 BM 작성법 실습

창업 전문가와 함께하는 사업계획서 멘토링

※ 상기 교육일정은 운영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팀별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 완성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