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2019 BIG SE-캠프』개최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9 BIG SE-캠프』의 참가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08. 08.(금)
(사)사회적기업연구원장

Ⅰ

추진 목적

❍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수료자의『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진입지원 후속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화 계획 수립을 위한 실질적 멘토링 지원
❍ 2020년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전선발을 위한 우수 아이템 발굴
※ SE-캠프(SE-CAMP) : Social Entrepreneur - CApabilities Mentoring Program
① 사회적기업가 역량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②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진입을 희망하는 창업팀의 학습 및 사업계획 구체화의 장

Ⅱ

2019 BIG SE-캠프 개요

❍ 기간 : 2019. 08. 22.(목) ~ 09. 04.(수) 매주 수, 목요일 14:00 ~ 18:00 (총 4회)
❍ 장소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창업지원센터(연제구 아시아드대로 107, 현대오일뱅크 2층)
* 주차공간 미보유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팀
-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등 관련 교육 수료자
- 2020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전선발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붙임1] 참조
- 2020년『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사전선발 시, (사)사회적기업연구원에 신청 예정 팀
❍ 참가비 : 무료
❍ 신청방법 : [붙임2]참가신청서를 이메일 rise1004@risebiz.or.kr로 제출/ 8.19.(월) 17:00까지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2019 SE-캠프 참가신청서_팀명 or 참가자명’

❍ 선정 및 심사결과 발표
- 선정 대상팀 : 20개팀 내외(신청 팀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발표 : 참가신청서 심사 후, 08. 20.(화) 선정결과 개별 문자 통보
❍ 수료 요건
- 팀 구성원 1인 이상이 전체 시간의 80% 이상 참석
- 3회 지각은 1회 결석 처리, 과제 수행 필수
❍ 수료 시, 후속 지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상시등록 지원
- 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현장 탐방 지원
- 2020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전선발 서류심사 가점
❍ 문의 :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창업지원센터 담임멘토 민재은 Tel. 051.504.0275

Ⅲ

세부 내용

❍ 진행방식
- 강의, 실습, 과제, 1:1 멘토링
❍ 커리큘럼
단계

회차

일자

내용

사회적기업가 정신

1

8.22.(목)

개강식 / 오리엔테이션

창업 이해

2

8.28.(수)

사회적경제의 이해 - 소셜미션 이야기

유철 센터장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개

민재은 담임멘토

사회문제 발견과 정의

사업화계획서 작성 실무

김병규 센터장
((사)사회적기업연구원
협동조합센터)
채병민 팀장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창업지원팀)

사업화계획서 피드백 (1:1 멘토링)

창업지원센터

디자인 씽킹
3

창업 준비

4

8.29.(목)

9.04.(수)

진행

비즈니스모델 이해 / 실습

수료식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창업지원센터(창업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