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글로벌 스타트업 인턴십

Ⅱ.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2016 글로벌 스타트업 인턴십」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은 고도화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들에게 해외진출과 시장개척을 위
한 「2016 글로벌 스타트업 인턴십」 프로그램 중 [글로벌 창업경진대회]와 [글로벌 창업 인턴십] 두 개의 프로그램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글로벌 창업에 뜻을 두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http://user.dankook.ac.kr/~startup

1. 글로벌 스타트업 인턴십 중 하나인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표)
Ÿ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 고도화된 아이템을 보유한 일반인 기창업자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아이템에 맞는 해외 박람회
출품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Ÿ

글로벌 창업인턴십 : 해외 창업을 희망하는 단국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들에게 해외 창업기업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
하여 추후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6월 말 공지 예정)

2.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가자격)
Ÿ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고도화된 아이템을 보유한 기창업자 (일반인, 대학생 기창업자)

Ÿ

우대사항 : 사업 등록 후 시제품이 완료된 창업 동아리, 글로벌 진출예정 중인 일반인 기창업자

3.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행일정)
Ÿ

서면평가 : 2016.06.30.(목)

Ÿ

서면 합격자 공지 : 2016.07.04.(월) 개별공지 / 3배수 선정 예정

Ÿ

교육 및 멘토링 : 2016.07.06(수)~07.08(금) / 서면합격자에 한해 교육 및 멘토링 (주제 : 글로벌 창업)

Ÿ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발표평가 : 2016.07.12.(화)

Ÿ

최종선정 : 2016.07.14(금) / 2명(팀) 선정

4. 최종 선정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1)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Ÿ

최우수 선정자 1명 : 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본교 학생일 경우 글로벌 창업인턴십 참가시 가점 부여

Ÿ

최우수, 우수 각 1명 : 해외박람회 출품 경비 지원[항공료, 해외박람회 참가비, 숙박비(최대 1개월 지원)]
*신청서 내 희망 해외박람회 기재 후(2개 기재 / 2016.08.01~2016.12.31 내 해외박람회 기재) 제출

5. 참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
Ÿ

모집기간 : 2016.06.02.(목) ~ 06.28.(화) / 약 4주간

Ÿ

신청방법 : 하단의 신청서 작성 후 cds1981@dankook.ac.kr 으로 제출 (신청서는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Ÿ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기창업자만 제출)

6. 관련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Ÿ
Ÿ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최두성 매니저 (031-8005-2865)
E-mail : cds1981@dankoo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