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교육 운영 2일차

예비창업동아리 모집을 위한
스위트 창업스쿨 시즌2 안내
1. 배경 및 목적
❍ 2022학년도 예비창업동아리 모집을 위한 사전 창업교육

시간

프로그램

내용

~ 10:00

집결

교육장 세팅

10:00 ~ 10:10

참가자 등록

참가자 확인, 현장 배치

10:10 ~ 10:30

워밍업

아이스브레이킹, 1일차 돌아보기

10:30 ~ 12:30

아이데이션

해결과정 아이데이션

13:30 ~ 15:30

마케팅 교육

온라인 마케팅 기본 및 심화 교육

15:30 ~ 17:00

마케팅 실습

팀별 찾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17:00 ~ 17:40

시상/소감

결과물 및 소감 발표, 기념사진

17:40 ~ 18:00

교육 마무리

창업동아리 안내

비고

❍ 제주 지역의 문제와 가치 발굴 및 해결 프로세스 이해를 통한 팀프로젝트 운영
❍ 문제해결 시뮬레이션을 통한 창업역량강화 및 창업동아리 체계 확립
❍ 온라인 마케팅 실무사례 교육을 통한 창업가 마인드 제고

2. 운영개요
❍ 교 육 명: 예비창업동아리 모집을 위한 스위트 창업스쿨 시즌2
❍ 일

시: 2022. 2. 11.(금) ~ 2. 12.(토)

❍ 장

소: LINC+사업단 강의실

❍ 참여대상: 제주대학교 재학생 20명 내외
❍ 신청기간: 공지일 ~ 2022. 2. 9(수)
❍ 신청URL: http://m.site.naver.com/0Uobl

※ 상기 교육일정은 운영진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문의사항: 창업교육센터(754-4412)

4. COVID-19 안전 대응 방안
3. 운영일정 및 내용

❍ 바이러스 차단 위생 가림막 설치 후 교육 진행

❍ 교육 운영 1일차

❍ 강의실 소독

시간

프로그램

내용

~ 10:00

집결

교육장 세팅

10:00 ~ 10:10

참가자 등록

참가자 확인, 현장 배치

10:10 ~ 10:30

교육 안내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10:30 ~ 11:00

워밍업

아이스브레이킹, 모두의 1분

11:00 ~ 13:00

문제 발견하기

문제 키워드 도출하기 / 팀빌딩

14:00 ~ 15:30

문제 정의하기

문제 정의하기

15:30 ~ 17:30

고객 페르소나

가상의 고객을 상상해보고 인터뷰해보자

17:30 ~ 18:00

1일차 마무리

2일차 프로그램 안내

비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시비치)
❍ 교육장 입실하기 전 발열체크
❍ 체온이 37.5℃이상 및 마스크 미착용 시 교육장 입실 제한

사업단 소개

5. 기대효과
❍ 지역내 유관기관 및 기업과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협업 프로젝트 운영
❍ 지역내 문제해결 및 가치발굴을 통한 지역사회공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