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Korea MOT 벤처창업동아리

2018년4월20일 고려대 MOT 벤처
창업동아리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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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국내 최고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함양 MOT

• 세부추진목표
혁신 기술 동향 공유

Entrepreneur 양성
기술 혁신형 창업가,
벤처 투자 전문가 양성

Corporate Entrepreneurship 함양

최신 기술 공유
최고 인력 공유

기업 혁신 전문가 ,
신사업 전문가 양성

혁신 기업가 노하우 공유

• 추진전략
(수행과제)

MOT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Rocket Pitch)를 통한 기업가적기민성 향상
기술 혁신 아이템 사업화를 통한 MOT내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 활동
고대 MOT 학교 기업 Incubation & 고도 성장 협업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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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0. 고려대 MOT 2018 벤처창업동아리 준비위 결성(위원장황보윤)

2018.4.20. 벤처창업동아리 회원 모집 완료(21명)
2018.4.28. 2018 벤처창업동아리 총회
회장:황보윤, 부회장:김성묵, 배홍찬, 심경수, 총무:노재욱, 회계: 강지나

2018.5.25.-6.1. 중소벤처기업부 도약패키지 용역 참여(코치 총6명)
2018.6.23. 2018년 상반기 워크숍(강사: 박혜린 회장, 25명참석)
2018.10.20. Korea MVP 1차 멘토링 참여(원우 전문위원 6명)

2018.10.27. Brown bag meeting(강사:김용덕(신용보증기금) 원우)
2018.11.17. Korea MVP 2차 멘토링 참여(원우 전문위원 6명)
2018.12.15. Korea MVP 3차 멘토링 참여(원우 전문위원 6명)
2018.12.-2019.2. Korea MVP 후속 멘토링 실행(원우 전문위원 2명)
2019.1.16. 2018년 하반기 워크숍(OPERA 기법회의, 13명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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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내용

관련 유사 내용

 동아리내 회사 설립
창업: 동아리 회원들
1

이 각자 역할을 하는
실제 창업 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및 실질적 사업화
 원우 창업지원
 창업기업으로부터 마케팅(영업) 등을 요청 받아 실행하기
 MOT 신규 사업 아이템 선정시 창업 프로세스 지원(교육 연계, Seed
투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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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 투자 조합 결성

3

컴퍼니 빌더

 동아리 자체 투자 펀드 조성
 엔젤투자조합 결성
 학내 특허 기술 활용/사업화 추진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한 유망 사업 발굴

인턴과정: 벤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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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원우들의 인턴
으로 활동, 그 회사의
신사업 발굴 실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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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무 세미나

- 창업 스터디: 정부지원책의 체계적 정리 및 학습을 통한 컨설팅 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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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내 기업가적 기민성(Entrepreneurial Alertness)향상 목적
혁신 기업가 양산을 위한 MOT 내 인적 역량 강화
*기업가적 기민성이란? 기회 인지를 잘 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사람들의 불편, 필요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예민함을 일컬음. 4차산업혁명 시대 직업 기술 중 메타기술임

2019년 5월 Rocket Pitch 개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NABCD방식으로 3분이내 발표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투자자 들과의 Meet up

네트워크 형성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준혁(석사과정: 지도교수
김영준) 원우가 2018년 12월 5일 개최된 [공공기술을 활용한
BM 경진대회]에서 "액체 생검 기술을 활용한 암 조기 발견 기
술사업화"란 주제로 1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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