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교육생 모집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에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 ․ 검증하여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사업화 달성 및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2021년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 4.
충남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장

1.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50명(팀) 내외
나. 신청자격
- 교내: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창업에 관심 있는 교직원, 실험실 기술창업 준비자,
대학 기술 활용 창업 준비자
- 교외: 공공기술 활용 기술 창업 준비자, 우수 아이템 보유자, 창업 예정자
※ 대학(원)생, 교직원 외 교외 일반인 창업자는 전체 규모의 30%만 추천 선발 예정

2. 모집일정
가. 신청서 접수: 공고일 ~ 2021. 5. 3.(월)
나. 서류 평가: ~ 2021. 5. 7.(금) [창업 아이템 계획서 검토 및 단계별 교육생 선별]
다. 선정 안내: 2021. 5. 10.(월) 이후
※ 선정 대상 교육생 개별 통보 예정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innopolis@cnu.ac.kr >
나. 제출서류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참고)
- 창업 아이템 계획서 1부. (필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필수)
-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URL < https://connect.cnu.ac.kr/startup/startupnotice >

4. 교육생 지원 혜택
‣ 평가를 통해 창업 단계 구분 후,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구분

INNO Seed

INNO Leaf

INNO Bloom

선정기준

창업 아이디어 수준
(예비창업자)

아이템 구체화 및 도출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아이템 고도화 및 사업화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선발인원

25팀

15팀

10팀

단계별 프로그램
(네트워킹) INNO-Network

(네트워킹) INNO-Class

(전문 컨설팅) INNO-Expert

공통 프로그램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창업 특강) 창업 On&Off / 온라인 창업 강좌
(박람회 참관) 박람회 및 데모데이 참관 ․ 참가 지원
(실전형 교육) 창업 특허캠프 / 메이커스페이스 지원 프로그램 / IR Demo Day
프로그램

(네트워킹) INNO-Start 프로그램 / 창업 문화 확산 워크숍 / INNO 수료식
필수 프로그램
(스타트 프로그램) INNO-Start
(중간평가) 2021년 우수 교육생 선발 중간평가
(수료식) 2021년 INNO 수료식
성과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2021년 신규 창업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 준비 자금 지원
※ 2021년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 교육생 등록 후 창업한 창업자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웹 / 앱 개발 등 창업 준비 자금 지원
우수 교육생

(시장 조사) 시장 조사 및 분석 지원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연계 지원

(투자연계) 충남대 기술지주㈜ 및 TIPS Town, 에트리홀딩스 투자 연계 지원
후속 지원

(입주연계) 창업보육센터 및 TIPS Town 입주 연계 지원
(기타연계) 타 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 / 법인설립 자금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5. 신청문의
☎ 042) 821 - 8772 ~ 3
✉ innopolis@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