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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ech-Business Innovation Camp 개
요
개요

1. 추진 목적
1)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인재 양성
2)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실습 기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준비된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업가정신학교 운영의 일환

2. 운영 개요
1)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 7월 15일(목)
2) 진행방법 : 온라인(Zoom 활용)
3) 공동주관 : 전북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광운대·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센터
4) 참여대상 :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또는 공과대학 발명 및 창업동아리(팀 단위 접수)
※ 팀 구성 시 3~4인 권장
5) 접수
- 제출 : 참가신청서(팀당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개인당 1부), 참가자명단(엑셀양식)
- 접수 : 2021년 6월 22일(화), 17:00까지, 이메일(ssm@jbnu.ac.kr) 신청
※ 선착순 선발(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3. 주요 프로그램
1) Design Thinking 창의적 문제 해결
2) 모의 스타트업/아이디어 코칭, 피드백, Presentation
3) 모의 창업 경진대회(Market Place)
4) 창업특강(강의 및 Q&A)

4. 교육 안내사항
1) 참가비: 무료
2) 준비사항
Ÿ 온라인 접속 환경: 비디오 및 음향 환경, 노트북 또는 웹캠이 연결된 데스크톱(1인 1PC 필
수)
Ÿ 교육 시수 90% 이상 참여시 수료증 발급(줌 로그 및 채팅 기록 등으로 확인 예정)
Ÿ 참가팀 아이디어 구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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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계 획

1. 교육 커리큘럼
시간

10:00 ~ 12:00

프로그램

세부내용

OT 및 마인드셋 교육
Team Building

13:00 ~ 14:00

DT Process 소개

14:00 ~ 15:00

내부공감을 통한 주제 선정

15:00 ~ 16:00

문제 정의

16:00 ~ 17:00

해결방안 도출

17:00 ~ 18:00

시제품 제작

7.13(화)
1일차
7시간

전체 캠프 프로그램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교육 마인드셋 교육
아이스브레이킹 및 팀 빌딩
다섯 단계의 문제해결 프로세스 및 철학 및
예시 소개
창의력의 결과물을 사용할 유저들의 니즈 파
악, 업무의 도움성, 가치 창출 발견 단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점 정립
아이디어 생성 집중 단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프로토타입 제작

유저테스트 및 개선점 확인
10:00 ~ 12:00
최종결과물 제작 및 발표 준비

피드백 및 컨설팅, 개선방안 모색
최종 해결 방안을 적용한 최종 결과물 및 발
표회 준비

7.14(수)
2일차
7시간

7.15(목)

13:00 ~ 14:00

최종발표회

최종결과물 시연 및 최종발표회 진행

14:00 ~ 16:00

창업특강

16:00 ~ 18:00

마켓플레이스 Intro

18:00 ~ 19:00

마켓플레이스 Quarter 1

10:00 ~ 12:00

마켓플레이스 Quarter 2

13:00 ~ 15:00

마켓플레이스 Quarter 3

15:00 ~ 17:00

마켓플레이스 Quarter 4

17:00 ~ 18:00

전체과정 마무리

창업 특강 및 Q&A

3일차
7시간

팀 구성, 시뮬레이션 설명
가상 회사설립
테스트 마켓: 전략설명, 시장정보 분석, 재무
관리, 디자인, 인력고용 등
시장 조정: 벤치마크, 재고관리, 신규 브랜드
개발, 차별화 전략, 디자인, 미래투자계획 등
전략점검: 시장결과분석을 통한 전략수정, 문
제해결 및 생산, 가격 최적화
최종 결과 발표 및 프로그램 마무리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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