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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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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신청자격 : 창업�아이템을�보유한�대학(원) 재학(휴학)생(대표는�반드시�국민대학교�학부�재학생일�것) 
                    회원�수�최소 3인�이상�팀�단위�신청
 지원내용 : 1백만원~ 5백만원�한도
신청기간 : 매�학기초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대표�홈페이지 > 행정공지�게시판 > 지원

창업을�위한�부단한�노력이�돋보이는�교내�학생�및 (예비)학생창업자에게�스타트업�단계의�시제품�제작 

   
  
   창업교육을 희망하거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점이 인정되는 강좌 운영
 
  
   

   
   

   

및�각종�교육, 지원을�통해�창업사업화를�유도

4. 준비가 되있어야 시그널이 올 때 움직일 수 있죠,  대학생·일반인 창업강좌
   

   초기 스타트업 대표들과 정보교류도 하고 모의 창업에 뛰어들고 싶다면? 일반인 창업강좌! 
   창업교육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절차 체험 등 창업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교육 운영

신청방법 : 매 학기 수강신청 혹은 국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 행정공지 게시판 > 지원서 제출

창업강의도 듣고 학점도 인정받고 싶다면? 대학생 창업강좌!

   

3. 창업을�찾는�사람�시그널이�있는�동아리로,    창업동아리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KOOK   M  iN.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6. 이공계 창의경진대회 이ㆍ공계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고취하며, 각 대학 학문의 교류와 특성을 융합시킴으로서 특성화된  
지식 창출을 위해 팀을 구성하여 각각의 PT 및 제작 모델 발표

17. 지역창업교육                 
(초ㆍ중ㆍ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ㆍ고등학교의 창업(발명)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개발 및  
자기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시기 : 3월 ~ 12월)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1. 로켓 피치 대회 매우 짧은 시간(2분 내외)동안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경진대회 (시기 : 5월, 10월)

2. 국민 Idea Pitch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 도취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창업'교과목 내 발표 경진 대회 (시기 : 6월, 12월)

3. 창업 동아리(선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창업 동아리 선발 (시기 : 5월, 11월)

4. 창업 동아리 지원금 시제품 제작, 교육훈련비, 마케팅비 등 동아리 활동비(지원금 : 1팀당 300만원)

5. 창업 동아리                  
교육 및 교류회 창업동아리 창업아이템 소개 및 현황 발표를 통해 동아리 간의 네트워킹 및 협업 도모 (시기 : 4월, 10월)

6. 창업동아리 창업 지원 프
로그램 연계 창업동아리 활동 종료 후 후속 지원을 위하여 상담 후 대ㆍ내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7. EIR  
(사업계획서/비즈니스 모델/
세무/변리/자금조달/법률/마

케팅/투자/글로벌)

창업자, 창업보육 전문가, 창업교육 전문가,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실전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를 EIR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시기 : 상시)

8. 창업아이템 사업화 선발/스카우팅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3년 이하)를 발굴하여 육성 (시기 :4월 ~ 7월)

9. 창업 아이템                 
사업화 역량강화

교육/엑셀러레이팅 선정된 아이템을 상품화하고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대표가 원하는 멘토를 연결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엑셀러레이팅

아이템사업화에 선정된(예비)창업자에게는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평균 4,000만원 내외)을 지원 (시기 : 6월 ~ 다음해  3월) 

11. 창업아이템사업화           
투자유치지원/스케일 업 우리대학과 연계되어있는 국내ㆍ외 엔젤,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들과의 데모데이 및 IR을 통해 투자 연계

12. 창업보육센터 입주 창업보육센터 입주는 예비창업자부터 3년 이하 기창업자까지 입주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차 사업계획서 평가 후  
2차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시기 : 3월, 8월)

13. 창업보육센터               
 역량진단, 역량강화 멘토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멘토링을 제공

14.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사업화에 필요한 (세무, 회계, 마케팅, 홈페이지 제작, 시제품 제작, 특허, 기업인증 등)다양한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

15. 창업보육센터 IR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중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자들이 사업아이템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18.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을 준비하거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초기의 일반인 예비 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실전형 창업강좌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실무 창업(4개 강좌) (시기 : 7월 ~ 12월)

19. 교수창업 활성화            
 (창업겸직) 교원 창업 겸직 제도 활용을 통한 교원 창업을 활성화 하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

20. 국민*창업경진대회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로 창업 역량을 발휘하는 발표 경진대회 (시기 : 11월)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창업지원단�프로그램�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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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KOOK   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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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역 창업교육 (초,중,고)

12  
창업보육 
센터 입주

창업아이템 사업화
27 
외국인  
창업대전

20 
국민 *창업  
경진 대회

21 
창업캠프

28 
K-GEB

1차 
로켓피치  
대회

2차 
로켓 피치  
대회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 

/액셀러레이팅

10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금지원 

/액셀러레이팅

3 
창업동아리 (선발)

창업보육센터 입주(공실 시)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21. 창업캠프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창업 체험 및 네트워크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표-멘토링 및                 
교육-데모데이 등을 통해 창업의 기초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시기 : 9월)

22. 청년창업한마당투어 청년창업 붐 확산 및 창업문화 정착을 위한 창업 한마당 축제로서, 학생 창업동아리 및 청년 예비창업자 시제품 전시 및 청년 CEO특강 등      
지역창업문화 확산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창업 이벤트와 프로그램 (시기 : 11월)

23. 창업학점 교류제 창업지원제도 교류를 협정한 외부 대학과 협력하여 창업교과목 학점 교류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음

24. 국민대생협 스타트업       
코너 판매지원 교내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 학생 창업자 및 스타트업 제품을 별도의 공간에서 판매함으로써 제품 유통을 활성화 (시기 : 상시)

25. K-startup 네트워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창업 아이템 사업화 졸업기념 및 수혜기업의 사후지원을 위한 창업벤처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팀별 지원

26. 국민*실리콘밸리 인턴십 경영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기업에 인턴십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현장실무능력을 향상

27. 외국인 창업대전 해커톤 또는 아이디어 오디션을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이 있는 국내 외국인 창업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창업을 유도             
(시기 : 8월 ~ 10월)

28. K-GEB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해외 (예비)창업자와 해외 창업을 준비하는 국내 (예비) 창업자가 본교에서 협업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이템발굴-제품제작-데모데이를 통해 창업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글로벌 창업 캠프 (시기 : 7월 ~ 8월)

29-1. 기업가 정신                   
사회봉사Ⅰ 실제 창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상공인이 겪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깨닫고, 창업 현장을 체험

29-2. 기업가 정신 특강 성공한 벤처인 및 창업자가 창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공 사례 및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도전의식을 부여하며 열정을 키우는 특강

29-3. K-커머스 혁신적인 점포형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포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지역 소규모 점포에서 실습하는 독창적인  창업교육/실습 교과목

29-4. 기업가정신과창업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며 지금 왜 각광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의 대표적인 발현 형태인 창업 과정을 파악하면서 창업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발현에 대해 실습하는 핵심교양과목

29-5. 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Provide students with concepts and tools to identify and evaluate the potential of startup ideas. Using the Lean Canvas(Maurya, 2012)    
and Business Model Canvas(Osterwalder&Pigneur,2010), Student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dentify and begin the ideas.

29-6. K-엔턴십 엔젤 투자 및 인큐베이팅 회사인 Primer와 함께 창업 프로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창업을 구체화하여 인큐베이션 및 투자로 연계하는 과목

29-7. 창업론
실제 창업자금 지원으로 시제품 개발 및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Lean Startup 프로세스 실행을 통하여, 향상된 수준의 결과물을 제작해보고 수업 
최종 발표에 외부 투자 및 보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함으로써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ㆍ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과목

29-8. 지암이노베이터스          
스튜디오Ⅰ,Ⅱ,Ⅲ,Ⅳ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전용공간에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정보기술ㆍ디자인ㆍ스마트디바이스ㆍ서비스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창업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9-9.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을 창업활동으로 대체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교과목(3학점)

29-10. 창업현장실습 재학생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창업활동을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교과목(6학점)

29-11. 기타 창업 강좌 목요특강(문화, IT, 기업가정신), 직업(창업)기초와 직무역량, 취ㆍ창업과 진로설계, 취ㆍ창업역량과 전략, 취업창업역량 강화 세미나,               
현대경영과 기업가 정신, 사업계획서와 회계실무, 회계와 사업계획서, 기술경영: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모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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