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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표 및 전략

인사말

PKNU-장보고형 창업인력 양성

‘PKNU-장보고형 창업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장보고 생애주기에 맞는 운영목표를 세우고 동남권
최대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15년 1월, 우리 부경대학교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4월에 교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창업
지원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창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비전

World Class 창업선도대학으로 도약

목표

도전력·창의력을 겸비한 PKNU·장보고형 창업인력 양성

저희 지원단은 ‘PKNU-장보고형 창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

동남권 창업선도 허브구축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창업경험을 확산시켜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경대학교 창업지원단장

권 순 목

창업지원을 원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창업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지원단에서는 창업아이템 사업화, 다양한 교육, 자율특화
프로그램, 아이템 멘토링 검증 프로그램, 아이디어 전략화 사업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개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

운
영
비
전

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의 성공률을 끌어

지역창업
활성화

올리고 지원 이후에도 자립할 수 있는 창업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드리
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창업자
집중육성

일자리창출
활성화

또한 부경대학교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우수한 학생들과 600여명의
훌륭한 교수님들이 수준 높은 교육 연구 환경에서 내일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수준 높은 요구에

PINE

앞장서기 위해 새로운 가치혁신과 원스톱 창업지원 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선도하는 지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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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Infra

Network

Education

특화프로그램 운영

창업 인프라 구축

창업 네트워크 강화

창업 교육 운영

•창업친화적 학제
•지역 창업거점기관
•창업 동아리 발굴
•창업사업화

02

Hi 부경! High Start-UP!

•창업공간 확보
•기자재 확보
•전문인력 지원
•전문멘토단 지원

•창업협력 기관
•창업 네트워크 확대
•엔젤/창투 확대
•특화 프로그램 연계

•대학생 창업강좌
•체험형 창업강좌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부경대학교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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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NU

창업지원단 소개

Start-up Business Support Foundation

저희 창업지원단은 부경대학교가 2015년 1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 조직 구성

4월 신설된 창업지원 전담조직입니다.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직접 발로
뛰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원단 총괄

■ 조직 구성도

•지원단 업무 총괄

창업지원단 조직도

권순목 단장
TEL : 051-629-7470
ksmogu@pknu.ac.kr

하상기 실장
TEL : 051-629-7471
sgha@pknu.ac.kr

•사업화팀 업무 총괄
•창업지원 프로그램 총괄 기획
•외부 전문인력 POOL 관리

이희영 팀장

•교육팀 업무 총괄
•지원단 규정 업무
•지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

김유미 팀장

•창업동아리 관리 및 지원
•일반서무, 직무교육 및 복지관리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강명주 담당

•대학생 창업강좌 운영
•지원단 홍보 및 성과 관리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황사훈 담당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운영
•지원단 사업비 및 운영비 관리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조서현 담당

•창업아이템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아이템 사업화 회계관리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

박정후 담당

TEL : 051-629-7472
lhy1317@pknu.ac.kr

총장
TEL : 051-629-7473
kym9893@pknu.ac.kr

창업지원단장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TEL : 051-629-7474
kmj27@pknu.ac.kr

행정실장

04

창업 교육팀

창업 사업화팀

창업강좌 운영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아카데미 운영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사업화 지원
컨설팅, 멘토링
사후관리 프로그램
지원단 성과관리 등

Hi 부경! High Start-UP!

TEL : 051-629-7475
sahoon3729@pknu.ac.kr

TEL : 051-629-7476
jsh03@pknu.ac.kr

TEL : 051-629-7477
pjh00@pknu.ac.kr

부경대학교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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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사업

창업교육 지원사업

대학의 연구인력·장비 등을 활용하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벤처 인증,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창업 경험을 확대하고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홈페이지 구축, 시제품 제작, 마케팅 역량 배양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있도록 ‘학점 인정’ 과목으로 지정돼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원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전공과 창업을 융합하고 응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창업 동아리와
연계하여 사전에 시장을 탐색할 수 있도록 창업팀을 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나. 지원내용

가. 대학생 창업강좌
- 지원대상 : 부경대학교 재학생
- 창업강좌명 : 디자인과 지적재산권, 중소기업 경영과 창업, 사업기획 및 평가, 벤쳐와 창업

나.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제품(포장) 디자인
•CI, BI등 브랜드 개발
•브로슈어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시제품 제작지원

•기술·경영 컨설팅
•기업 상담 및 멘토

경영지원

사업분야별
정보화 지원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국내 특허 출원
•PCT

마케팅 전략 지원

우수한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저희 지원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인 강좌입니다.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1년 미만의 창업기업 대표자(대학(원)생, 일반인 모두 참여가능)
- 창업강좌명 : 앱 특화 청년창업아카데미, 고부가가치 식품 창업아카데미, 3D모델링 및 프린팅 기초,
디자인 창업아카데미, 도전! 글로벌 해외수출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PMS, ERD 솔루션

창업정보(ON/OFF) 제공
청년창업지원사업 연계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인증지원

•이노비즈, 벤처 인증 등
•ISO인증
•NET, NEP, HACCPCE 등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수료생

시제품 제작비 지원
특허출원 지원

지속적
창업지원 및
의지 고취

사업타당성평가 지원
각종 창업행사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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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력·창의력을 겸비한
PKNU-장보고형 창업인력 양성

■ 장보고 클럽(창업서포터즈)

저희 지원단은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한다는 운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가대상 : 부경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등 선순환 환경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 주요내용 : 기획, 홍보, 디자인 팀으로 구성해 창업 프로그램 운영, 취재, 디자인 및 영상 제작

☞ 학내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해 다양한 창업 정보를 공유
하고자 하는 서포터즈 활동입니다.
○기

간 : 2015. 10. ~ 2016. 1.

노력하겠습니다.

■ 차곡차곡 창업마일리지
☞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인 창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1단계
진주(眞珠) 장보고,
창업경험 확산

• 장보고클럽(창업서포터즈)
• 차곡차곡 창업마일리지
• 새싹창업 교실

2단계
궁파(弓巴) 장보고,
창업인재 발굴

○기

간 : 2015. 9. ~ 2016. 2.

○ 참가대상 : 부경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100명
○ 주요내용 : 일정 점수 이상 마일리지 적립 시 창업활동 지원품 제공

• 청년기업가정신 특강
• 부경창업포털시스템
• 이노벤처 조찬 세미나

등급

지원내용

인원

S

100만원 상당 아이패드 에어

1명

A

50만원 상당 DSLR 카메라

4명

B

20만원 상당 외장하드디스크

15명

C

5만원 상당 OTG USB

80명

■ 새싹 창업교실

3단계
무장(武將) 장보고,
실무네트워크 구축

• 창업캠프
• 창업경진대회
•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 UP
• 청년창업한마당투어

☞ 청소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창업인재로 성장시키고 창업에 대한 인식을 확립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

간 : 2015. 9. ~ 2016. 2.

○ 참가대상 : 부산·경남지역 중학생 200명
○ 주요내용 :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창업의 긍정적인 인식변화
창업기초부터 심화까지 체계적인 창업지식 습득

4단계
해신(海神) 장보고,
벤처기업 성장촉진

08
8

Hi 부경! High Start-UP!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훈련

부산창업지원센터 탐방
• 해외시장 개척단
• 글로벌 수출역량강화
•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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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정신 특강

■ 이노벤처 조찬세미나

☞ 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시켜 혁신 리더의 양성을 위해 마련된 초청 특강
입니다.

☞ 창조 벤처 상황에서의 창업기업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창업 환경의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기

○기

간 : 2015. 9. ~ 2015. 12.

간 : 2015. 10. , 2015. 11. , 2016. 1.

○ 참가대상 : 부경대학교 재학생

○ 참가대상 : 부산지역 창업기업 대표

○ 주요내용 : CEO들의 창업경험, 역경 등 실전 위주의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 주요내용

■ 부경창업포털시스템
☞ 다양한 창업지원 수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총괄 지원 시스템입니다.
○ 참가대상 :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및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생, 일반인
○ 주요내용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외 기본기능 구현

다양한
수요대응
시스템
마련

분야

주제

경영

이노벤처 CEO 리더십

재무

창업기업 자금전략

지식재산권

벤처 특허 전략

마케팅

국내·외 주요 마케팅 사례

Creation

창조적 사고

▶

Attitude

태도적 변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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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캠프

■ 창업기업 투자유치 역량 UP

☞ 대학생에게 창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
입니다.

☞ 분야별 멘토링 제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단계별 멘토링 지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프로
그램입니다.

○기

○기

간 : 2015. 10, , 2015. 12.

간 : 2015. 7. ~ 2015. 12.

○ 참가대상 : 창업동아리 및 교내 재학생

○ 참가대상 : 부산·울산지역 창업 3년 이내 기업(2012. 1. 1. 이후 창업한 기업)

○ 주요내용 : 아이스브레이킹, 회사설립, 사업아이템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시제품 제작 및 모의투자, 경영시뮬레이션, 창업 골든벨

○ 주요내용 : 투자유치 실무교육, 아이템 고도화 멘토링, IR 컨설팅, 투자마켓, 경진대회 및 시상, 사후관리

유망 아이템 발굴

■ 창업경진대회

•아이템 구체화
•아이템 개선

☞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탐색
•비즈니스 전략 수립

+

간 : 2015. 8. , 2015. 9.

○ 참가대상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및 대학(원)생

벤처클리닉

○ 주요내용 : 엑셀러레이팅, 청년창업사관학교 소개, 팀 빌딩 및 네트워크,
팀별 발표를 통한 심사, 대상 수상장에게는 부경대 총장상,
상금 3백만원과 함께 권역별 창업경진대회 및 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 추천

•경영전략 점검
•성장전략 수립

성과 공유 및 피드백

지역 내
우수아이템
집중 발굴

•참가대상 : 부산지역 내 학생·일반인

▶

Hi 부경! High Start-UP!

•전문 운영계획 수립

■ 청년창업한마당투어
☞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 정신과 창업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경진대회와 창업지원사업 연계

12

창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

•100팀 이상의 대회 참가자 모집

•평가위원회구성 통한 선정 2차평가 실시

창업지원
사업과의
연계

•업종별 교류회
•세미나 및 워크숍

○기

간 : 2015. 10. , 2015. 12.

○ 참가대상 : 부산지역 청년창업가 500명 내외
○ 주요내용 : 성공 창업가 특강, 토크콘서트 등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붐 확산

▶

•엑셀러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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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개척단

■ 중국 비즈니스 스쿨

☞ 해외 선진창업 인프라를 체험하고 창업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

○기

간 : 2016. 1.

간 : 2015. 8. ~ 2015. 12.

○ 참가대상 : 학생 예비창업가 30명

○ 참가대상 : 부산 소재 기업 임직원 및 대학생 250명 내외

○ 방문국가 : 대만, 미국 등

○ 주요내용 : 전문가 초청 공개특강, 진출단계별 핵심 실무 마케팅 기법
현지 기업/물류/유통 탐방학습, 바이어 초청 1:1 거래상담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단

•글로벌 창업기업가 양성
•창의적 창업인재 발굴

•해외 선진 창업인프라 체계
•글로벌 창업네트워크 구축

ASIA
EUROPE

N.AMERICA

AFRICA
OCEANIA

S.AMERICA

■ 글로벌 수출역량강화
☞ 글로벌 수출역량 확대를 통한 기업 성장력을 강화하고 판매 시장다각화를 통한 유망 START-UP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

PKNU
Start-up Business Support Foundation

간 : 2015. 10. ~ 2016. 1.

○ 참가대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창업기업 20개사
○ 주요내용 : 수출전문컨설팅, 해외규격 인증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 브로슈어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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