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 신기술 혁신 헤커톤 프로그램」참가자 모집

메타버스, IoT,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희
망하는 충북지역 (예비)창업자를 발굴 및 성장시키기 위하여 (재)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충북 신기술 혁신 헤커톤 프
로그램」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 1. 5.
Ⅰ

Ⅱ 프로그램 운영계획

일
장

* 양식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buk/) 공지
사항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제출처 : jhm@letsedu.kr

* 파일명 : 충북 신기술 혁신 헤커톤 참가_홍길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25)

주 관 :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 영 : ㈜렛츠
주요내용(진행흐름)
①모집 및 선발
서면평가
8팀 선발

참가접수

사 업 명: 충북 신기술 혁신 헤커톤 프로그램
사업목적: 메타버스와 AI분야의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 발굴,
BM 고도화를 통한 사업계획서 도출 및 완성도 제고
접수기간: 2022. 1. 5.(수) ∼ 1. 11.(화) 16:00
모집대상: 혁신 기술 아이디어로 사업화를 희망하는 충북지역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스타트업(8팀, 25명 내외)
모집분야: 메타버스 플랫폼(AR, VR, XR) 및 관련 서비스(데이
터, 네트워크, 콘텐츠, 인공지능) 개발
접수방법: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 : 2022년 1월 20일(목) ~ 21일(금)
소 : 청주SB플라자 1,2 회의실

·모집: ~1월 11일(화)
·선발: 1월 13일(목)

② 헤커톤 프로그램

⇨

②-1 강의/멘토링

②-2 사업계획 발표

BM 고도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우수팀 상장 및
시상금 지급

·1월 20일(목)~21일(금)

③ 사후 혜택

⇨

충북혁신센터 R&D
지원사업 가점부여 및
AC 프로그램 연계 지원
·3월 이후 예정

메타버스 및 AI 관련 산업 트렌드 특강(1시간)
❍ BM 고도화와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서를 위한 전문가 강의(3시간)
및 1:1 멘토링 (팀별 최대 7.5시간)
❍ 사업계획 최종 발표 및 심사를 통한 우수팀 선발, 충북혁신센터 신기
술 혁신분야 R&D 지원사업 가점부여 및 먼데이 피칭을 통한 AC프
로그램 연계 지원 혜택 제공
❍

서면평가 심사기준
구분

평가요소

착안사항

사업계획의

점수

- 아이디어와 대회 주제의 적합성 및 신청 자격의 부합성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혁신성 및

-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우수성

신기술 활용도

20

30

- 신기술 활용의 타당성 및 우수성

서류평가
-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방법, 기간 등)의 구체성

구현 가능성

- 아이디어의 구현 가능성
- 신기술 분야 관련 파급효과

성장성

20

- 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 및 시장 경쟁성
합계

100

일정표
일자

1/20(목)
1일차

1/21(금)
2일차

시간

30

내용

13:00~13:30

0.5H

참가자 등록 및 접수

13:30~15:00

1.5H

오프닝 / 아이스 브레이킹 / 팀빌딩

15:00~16:00

1.0H

특강 : 메타버스 및 AI 관련 산업 트랜드

16:00~17:00

1.0H

강의 1 : 아이템 고도화 및 BM 수립

17:00~19:00

2.0H

팀별 밀착 멘토링(아이템 고도화 및 BM)

19:00~20:00

1.0H

저녁 식사

20:00~21:00

1.0H

강의 2 : 사업계획서 작성법

21:00~22:30

1.5H

팀별 밀착 멘토링(사업계획서 작성)

22:30~25:00

2.5H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원포인트 멘토링

08:00~09:00

1.0H

아침 식사

09:00~10:00

1.0H

강의 3 :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작성 및 발표 스킬

10:00~12:00

2.0H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 작성 멘토링

12:00~13:00

1.0H

점심 식사

13:00~15:00

2.0H

최종 발표 및 심사

15:00~15:30

0.5H

BREAK TIME

15:30~

-

시상식 및 클로징

☎ 문의 : ㈜렛츠 프로그램 운영팀(070-4772-6655) / jhm@letsedu.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