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K-GEB) 세부 계획(안)

1. 목 적
가. 전 세계 (예비)창업가와 본교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4주간 아이템 발굴-제품 제작–판
매 등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해 봄으로써 실전 창업 경험을 제공
나. 글로벌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학내 창업 분위기 조성
2. 프로그램 개요
가. 제 목 : 2019 Kookmin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 (K-GEB)
나. 대 상 : 글로벌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예비)창업가 20여명 및
국민대학교 학부생 10여명
다. 기 간 : 2019년 7월 1일(월) ~ 2019년 7월 26일(금) (총 4주)
라. 장 소 : 국민대학교 캠퍼스 및 외부 창업 관련 기관
3. 프로그램 진행 및 수업 방법
가. 전 프로그램 영어로 진행
나. 전원 합숙 프로그램
다. 진행방식
구분

월 ~ 목

금

진행

창업 교육 및 팀별 활동

프리젠테이션 및 데모데이

라. 국내·외 창업 전문가와 창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 멘토가 4주 전 과정을 코칭
4. 교내 참가자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19년 4월 15일 ~ 5월 17일 17:00 까지
나. 신청방법 : 지원서 작성 후 창업지원단(startup@kookmin.ac.kr)으로 제출
다. 신청서류 :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라. 참가혜택
- 하계계절학기 일반선택영역‘ 창업실습’교과목으로 3학점 인정 가능
(*졸업심사대상자는 참가는 가능하나, 학점인정은 불가함)
- 4주 전원 합숙으로 월요일~금요일 식사 제공
마. 참가비 : 일금일백만원정(\1,000,000)
- 국민대학교 및 국민대학교 해외 자매 결연 학생은 평가에 의해 최대 80% 환급

5. 주요 일정
내 용
교내 참가자
1차 서류접수
교내 참가자
2차 면접전형

기간

비고

4월 15일 ~ 5월 17일

교내 참가자 모집 및 서류 전형

5월 20일 ~ 5월 24일

교내 참가자 선발

5월 31일

교내 참가자 1차 선발 (20여명)

교내 참가자 사전 교육

6월 3일 ~ 6월 21일

주 1회 (총 3회)

해외자매결연대학,
해외 참가자 신청 접수

4월 15일 ~ 5월 17일

서울글로벌창업센터와

협력하여 북미, 남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다국적 학생 선발 예정

해외 참가자 최종 선발

5월 31일

20여명

입소 준비

6월 28일 ~ 6월 30일

-

프로그램 시작 및 개회식

7월 1일

참여 학생이 속한 각국 대사 및
창업 관련 기관 장 초청 예정

창업교육 및
팀별 프로젝트 활동
팀별 성과발표회 및
폐회식

참가자 퇴소

국내·외 창업 전문가의 강의, 한국의
7월 1일 ~ 7월 26일

스타트업 기업탐방, 초청강사의 특별강연
및 팀별 프로젝트 활동

7월 26일

7월 26일 ~ 28일

* 상기 일정은 행사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상 및 수료증 증정

6. 주차별 세부계획
주

주차별 목표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1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팀 구축
및 아이디어 개발

Lean Canvas를 활용한
2

비즈니스모델의 이해 및 MVP
Test를 통한 아이디어
재구축

강의 및 프로그램 목록

Orientation, Opening Ceremony, Understanding
Entrepreneurship, Presentation Skills,
Idea Methodology, Team Building, Team MT, PT for Team
Idea Pitch

Problem Solving&Idea Development,
Customer Survey, Lean Canvas,

Mentoring I, Visiting

Global Startups’ Korea Branch,
Global Trend/Customer Development,MVP Test Plan,
Preparing Presentation, PT for MVP Test

How to attract People and Investor, Practicing
3

투자 ․ 재무의 이해 및 적용
및 시제품 제작 실습

Presentation, Silicon Valley Trend,Mentoring II,
Visiting Co-working Space, Financial Projection, Fund
Rasing Process, Preparing Presentation,
PT for Prototype.

Tweaking Business Model, Prototype Practice, Prototyping
4

사업계획서 최종발표

Methodology, Mentoring III, Final Progress Check,
Preparing Demo Day,
Demo Day and Awards/Closing Ceremo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