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지역전략산업 해커톤 계획(안)

◇ 지역 전략산업의 도메인 지식을 갖춘 멘토들의 전문 멘토링을 통한 
레벨업 지원

■ 추진 배경
  ○ 각 분야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각 분야의 아이디어 창출 → 아이디어 구체화 → 사업화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체득

  ○ 창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 기업가 

정신교육을 통해 앙트프러너십(entrepreneurship)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팀빌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팀활동에 대한 경험을 제공

■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명 2019학년도 지역전략산업 해커톤

목    적

⋅사업화 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을 경험으로 전달, 비즈니스 

Set-up 활동 전개

⋅화학, 조선, 자동차, 기계, 에너지 등 도메인 지식을 갖춘 

멘토들의 멘토링을 통한 레벨업 지원

⋅사업(창업)아이템 발굴과 발표역량 강화

주요내용

⋅각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역량 강화

⋅실전형 모의 발표 시뮬레이션

일    시 2019.10.29.(화) ~ 2019.10.30.(수) (1박 2일)

장    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참여대상
4차산업 및 석유화학, 에너지, 조선, 기계, 자동차 등 분야에 

관심있는 동남권 지역 대학(원)생

  ○ 모집기간: 2019. 09. 09(월) ~ 2019. 10. 21(월) 09:00까지

  ○ 신청방법: 울산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신청 (u2a.ulsan.ac.kr)



울산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u2a.ulsan.ac.kr)

⇒
사업화 프로그램

→ 창업 프로그램
⇒

지원신청서 다운/작성 

후 등록

■ 상세 내용
  ○ 모집 분야

    - 조선

    - 기계, 자동차

    - 석유화학, 에너지

  ○ 신청 자격

    - 각 분야에 관심있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원)생

    -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 진행 프로세스

    - 공모전 형식으로 각 분야별 아이디어 모집

→ 분야별 2~3팀 선발 (①조선 ②기계·자동차 ③석유화학·에너지 

3가지 분야로 구분)

→ 선발된 팀은 1박 2일 캠프 참가 (멘토링, 미니 데모데이 등 진행)

→ 미니 데모데이(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 순위 선정 (최종 순위에 

따라 상금 지급)

  ○ 프로그램 내용

    - 피칭&그룹 멘토링 (5분 피칭, 5분 질의응답)

⋅자신의 아이템을 멘토단 앞에서 5분 내외로 피칭

⋅5분 동안의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 멘토단에게 본인의 아이템을 

어필.

⋅심화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

    - 1:1 멘토링 (팀당 50분 - 멘토링 40분, 정리 10분)

⋅각 팀별로 각 분야의 전문 멘토단에게 아이템에 대한 심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단계

⋅멘토단: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 멘토단 (분야별 각 2명, 총 

6명)



    - 미니 데모데이 심사 및 시상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심사위원: 분야별 전문 멘토단 및 주관기관 2명

⋅평가기준: 발표자의 역량, 아이템(주제)의 사업성, 기술성

발표평가 기준 평가 내용 점수

팀(또는 개인)의
역량

Ÿ 제품·서비스의 실현가능성 (팀 또는 개인의 보유 역량)
Ÿ 가치 실천계획

20

시장성

Ÿ 현재 문제 및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Ÿ 시장분석의 적절성
Ÿ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 가능성
Ÿ 경쟁사 분석 및 모방에 대한 대응가능성

40

사업성
Ÿ 제품·서비스의 구체성 및 구현 가능성 (기술성)
Ÿ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Ÿ 성과 창출 전략 (수익성)

40

○ 시상 내역

구  분 시상내역

대 상 1팀 상장, 
상금 200만원

우수상 1팀 상장, 
상금 100만원

장려상 1팀 상장, 
상금 50만원

계 350만원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발생시 수상자 부담 
※ 심의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상기의 시상내역은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