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자(팀) 심층면접 안내
□

교육개요

1) 일

정 :2017.1.23.(월) ~ 25.(수)<3일간>

2) 장

소 :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 401호, 402호

3) 대

상 : 38개팀(서류심사 통과 34개팀, 사전선발 4개팀)

4) 주요내용 및 운영방식
구분
주요내용

심층면접

공통교육
사회적경제 및 육성사업

워크숍
집단토론, 심화멘토링

관련교육

(그룹별 5~7개 팀 구성)

운영방식

강의식 교육

그룹별 멘토 배정/운영
(발제 팀별토론 발표 피드백)

심층면담
개별 심층면담
그룹 멘토와
창업자(팀)별
20분 면담

5) 세부일정

일자

시간
09:00~09:30

1.23.(월)

1.24.(화)

09:30~12:30

-17년도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특징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유형, 사례
-선배사회적기업가 및 선배 창업팀 사례

15:30~18:00

-인생곡선 그리기/팀결성 과정

10:00~12:00

-소셜미션과 지속가능성

13:00~18:00

10:30~15:30
15:30~18:00

비고

-심층면접 및 대면 심사 안내

13:30~15:30

09:30~10:30
1.25.(수)

주요 내용

-사회문제 정의
-사회문제에 따른 이해관계자 정의
-비즈니스모델 이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고객 및 시장조사
-개별 팀 심층 면담

교육

워크숍
교육
워크숍
교육
워크숍
심층면접

□

안내사항

1) 수료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시간) 총 진행시간의 80% 이상 참여
(인원) 팀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포함) 참여
※ 팀 대표자는 필수 참여
※ 창업팀 선정 후 대표자 변경은 심층면접을 수료한 팀원에 한해 1회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사이버 교육 수강증 제출 시 심층면접 중 교육 참여시
간 2시간 인정(세부일정표 비고란 참고)
대상과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신청기한 : 2017. 1. 24.(화)
수강확인증 제출기한 : 2017. 1. 25(수)
사이트주소 : http://www.seis.or.kr/web/elearn/BD_selectAllSchedule.do

2) 준비서류 (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원본)
(공통사항)1.참가신청서
(공통사항)2.참가팀개요 및 구성표
(공통사항)3.사업화계획서(심층면접 기간 동안 수정된 사항 있을 경우)
(초기창업자(기업))4.창업기업 현황
(해당되는 팀만)5.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증빙포함_협약서 및 수상확인 가
능한 서류)
(공통사항)6.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구성원 전부)
(공통사항)7.창업 및 유지동의 확약서
(초기창업자(기업))8.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통사항)9.사업자등록사실여부(대표 및 구성원 전부)

3) 유의사항
-모든 창업자(팀)는 심층면접 수료 이전에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팀
을 이루어야 하며, 구성원 전원은 신청자격 요건을 만족하여야함.
-심층면접 및 대면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1.23.(월) 안내 예정
※ 관련 문의
▶ 전화 042-320-9540
▶ 이메일 3209540@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소 안내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C동 4층)
* 주차료 및 중식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