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
명지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을 준비하고 실제로 수행할 창업동아리(SK 및 일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동아리 신청 자격
· 일반 창업동아리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졸업 3년 이내)
· SK 창업동아리 : 위 자격에 추가하여 다음의 요건이 필요
- 팀당 5명 내외로 구성(최소 2명)
- 팀 구성원 중 2명 이상은 다음의 창업 강좌에 한해 2016년 및 2017년 1학기에 기 이수하였거나, 2학기
수강 조건 필수
2017-1학기 창업강좌명
이인성,이보욱(자연),
창업입문
홍종득,임주철,장현기(인문)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안희철, 장재덕(자연)
사회책임 경영론
김재구(인문)
모의벤처창업
김형민(인문)
실전기술창업
김정수(자연)
소프트웨어와 창업
안희철(자연)
ICT 창업
전성현(자연)

[참고사항] ※ 2016년 기 개설 창업강좌명
2016 창업강좌명(1학기 개설)
창업입문
이인성(자연), 홍종득(인문)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안희철, 홍석주(자연)
사회책임 경영론
김재구(인문)
실전기술창업
한영근(자연)
소프트웨어와 창업
안희철(자연)
ICT 창업
홍석주(자연)

2017-2학기 창업강좌명
이인성(자연),김보균(자연),
창업입문
홍종득(2강좌,인문),
장현기(인문)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안희철(자연)
사회책임 경영론
김재구(인문)
사회적기업의 창업
고유미(인문/자연)
모의벤처창업
김형민(인문/자연)
실전기술창업
김정수(자연)
소프트웨어와 창업
안희철(자연)

2016 창업강좌명(2학기 개설)
창업입문
이인성(자연), 홍종득(인문)
벤처창업과 사업성 평가
안희철, 홍석주(자연)
사회책임 경영론(2강좌)
한완선(인문)
사회책임 경영론
김재구(인문)
실전기술창업
한영근(자연)
소프트웨어와 창업
안희철(자연)
ICT 창업
홍석주(자연)
환경기술과 창업
안대희(자연)

- 기존 SK/일반 창업동아리는 아이템 변경 후 재신청 가능
■ 동아리 지원내용
(1) 일반 창업동아리
·
·
·
.
(2)
·

동아리 활동 공간 및 창업네트워크 기회 제공
1 : 1 멘토링 지원(전담멘토)
창업관련 특별 프로그램 및 특강 참가 기회 제공
창업관련 각종 경진대회 및 외부교육 정보 제공
SK 창업동아리 - 일반 창업동아리 지원내용에 다음이 추가
동아리운영비 지원 - 시제품제작비, 특허출원비, 마케팅비, 정보수집활동비 등
- 동아리별 차등지원 원칙 : 멘토링 참가, 창업활동 성실도, 창업지원단 협조성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SK청년비상 2단계 사업화팀 참가자격 제공(동아리 3팀 선발)
- 2단계 사업화팀 참가동아리는 SK 창업동아리 동등자격 유지팀으로 교내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수상팀
및 창업지원단장 추천 등으로 선발

■ 신청 및 선정 방법
· 제출서류 :

(1) 일반 창업동아리 : 창업동아리신청서, 동아리소개서, 동아리회원명부
(2) SK 창업동아리 : 일반창업동아리 제출서류에 추가하여 소정의 사업계획서 제출
(3)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 다운로드 후 사용

· 서류접수기간 : ＊일반 창업동아리 – 상시 모집
＊SK 창업동아리 – 10월 31일(최종접수기한)
- 공간지원은 SK 창업동아리 선정팀에게 우선 배정(일반 창업동아리는 후순위)
- 신청이 늦은 SK 창업동아리는 공간지원이나 운영비지원에서 후순위로 배정 받을 수 있음
· 서류접수방법 : 이메일 kkjsky10@mju.ac.kr - 전담멘토 : 박명규
- 접수전 전담멘토와의 사전 상담(방문 혹은 유선)이 필수
→ 용인(자연)캠퍼스 : 5공학관 Start-up M 상담실(5219호), 목요일 제외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서울(인문)캠퍼스 : 학생회관 8층 창업교육센터(2808호), 매주 목요일
. 선정방법 : SK 및 일반 창업동아리 신청팀에 대해 1차(전담멘토), 2차(창업지원단장)의 인터뷰 후
최종 선정

■ 문의처
· 명지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담멘토 박명규, 031-330-6143(용인), 02-300-1538(서울), kkjsky10@mju.ac.kr

명지대학교 창업지원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