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집절차

2020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푸드 인큐베이팅 창업팀 모집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업단 사무국에서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직업의 다양화, 노동시장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나만의 개
성 있는 레시피로 푸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교 창업문화 확산 및 청년 창업 촉진을 위
하여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Ⅰ.

모집개요

일정

진행

세부내용

20. 7.31.(금) ~ 8.14(금)

온라인접수

온라인 및 서류신청서

20. 8.18(화)

서류평가

서면심사

20. 8.20(목)

실기평가

인터뷰 및 현장 실기심사

20. 8.21(금)

선정 결과 통보

개별 통보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3. 인큐베이팅 시기
- 선발순위에 따른 인큐베이팅 일정 차등 진행
회차
1회차

일정
2020년 8월~9월

2회차

1.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푸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 또는 기창업자(팀)
- (팀내 1인이상) 외식업 경력자로써 공유주방 입점 후 실제
영업이 가능한자(팀)
1) 예비창업팀

3회차

2) 기창업팀

2020년 10월~11월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후 순위 2개팀은 선발팀 중 낙오팀 발생 시 대체 예정

4. 공간현황
공간명

위치

트윈트리타워 B1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4

(더 HARU푸드코트)

트윈트리빌딩

- 사업개시 후 안정적 궤도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팀
3) 평가 시 우대사항
- 예비창업자 우선 선발

먼슬리키친 논현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13길
14 1층

- 인큐베이팅 기간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팀
- 조리, 기획(마케팅), 아이디어(메뉴)개발 담당 등 조직으로 구성된 팀

시즌별 2개팀 진행
(인큐베이팅 내용 동일)

-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실이 없으며 인큐베이팅 종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계획하고 있는 팀

내용

※ 공간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진

Ⅱ.

인큐베이팅 및 지원

3. 인큐베이팅 창업팀 멘토소개

1. 지원내용
■ 총8개팀 선발 (한 시즌 2개팀 진행)
선발규모

- 하나의 공유주방에 런치 & 디너 각1팀씩 진행
- 선발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 공유주방 임대료 무상지원
■ 총 팀별 450만원 상당 지원(임대료 및 재료비)

메뉴엔지니어링

정윤호

현(現)
현(現)
현(現)
현(現)
현(現)
현(現)

㈜삼양사 양식 Technical Service 담당.
서울시청 푸드트럭 사업계획 심사위원
서울신용재단 창업아카데미 강사
경기도청(GBSA) 전문실무교육 강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문 컨설턴트
한국수자원공사 외식컨설턴트

전(前)
전(前)
전(前)
전(前)
전(前)
전(前)

대상(주) 중앙연구소 조리연구센터 센터장
Las Vegas Young & Partners Corp. 총 주방장
강남세브란스병원 메디컬 쿠킹클래스(암 환자식) 강사
그랜드 하얏트 호텔 외(外) 다수 특급호텔 근무
대한항공기네식사업소 First Class 기내식 담당 외(外)
헝그리베어, 셰프리, 세븐스프링스, 위드스푼 등 푸드트럭 및 프랜차이즈

■ 푸드 창업 관련 영업 및 교육 진행
- 사업계획 P&L작성

현(現) 이뉴스투데이 스타트업분야 전문위원

지원

- 조리실무 및 매장 관리·운영 실습

내용

- 고객서비스 및 월결산 실무

전(前) 인테리어 O2O중개플랫폼 ㈜집닥 CCO (최고홍보책임)
-CMO(최고마케팅책임) 이사겸직
전(前) 이뉴스투데이 스타트업 기획특집부 부장
전(前) 시흥시청 문화수도추진단 감독
전(前) ㈜프레즐프러덕션 마케팅홍보본부 본부장

- 마케팅 전략 및 브랜딩 선정
- 세무신고 및 인사관리 실무

마케팅 & 홍보

곽준희

■ 메뉴개발 지원 및 상품개발

현(現) 롯데리아 직영점 관리자
현(現) 교촌치킨 영업관리팀장, 교육팀장

■ 각 섹션에 맞는 전문가 멘토링 투입

현(現) 이바돔감자탕 영업관리과장
현(現) 홍탕 본부장
현(現) 돈수백 본부장

맞춤형
지원

■ 본교 사업화지원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부여

현(現) ㈜단지에프앤비 대표이사

■ 인큐베이팅 과정 수료시 창업에 필요한 공유주방 입점
지원
수익성개선 & 운영

김정덕

*
*
*
*
*

프랜차이즈포럼(seri.org) 자문위원
칼럼 DNC 김정덕의 맛세상 (헤럴드경제_헤럴드포럼)
특강: 공유fc, 배달의민족, 프랜차이즈포럼, 부천&송곡대학 등
자문사: ㈜루피쿡 (샐러데이즈)
저서(공저): 외식창업성공비책

2. 사용기간
1) 지원기간: 시작일로부터 8주

현(現) 포스페이스랩(외식/유통 빅데이터 분석업체) 대표이사

2) 입점을 통한 영업경험 실습 및 실제영업이 가능

전(前) ㈜바로고(배달대행) 전략기획본부장/이사

3) 기업 의무사항: 기업리뷰, 매출, 고용 통계 조사 등 협조 요청에

전(前) 롯데유통사업본부 CVS팀 팀장

관한 회신

* 바로고 시리즈 A투자유치: 200억
* 자문: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PT.MSO’
외식창업&배달 온보딩

승영욱

* 감사: 뮤직카우(Musicow):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

현(現) 삼성전자 IBS팀

3. 후원(기관)사

현(現) Sun microsystems JAVA Developer
현(現) ㈜보듬 대표
현(現)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원장
현(現)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정보통신학부 강사
현(現) 성덕대학교 평생교육원 부원장
현(現) ㈜센시콘 대표

엑셀러레이팅

김동국

전(前)
전(前)
전(前)
전(前)
전(前)

2011년 IT경영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팅 시스템 설계 및 심사
대구 삼성생명 대구총국 IBS(빌딩자동화시스템)
동국대 스마트 창작터 심사위원
동원대 LINC 사업단 심사위원

Ⅳ.
Ⅲ.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1) 인큐베이팅 지원팀 신청 시
- 온라인접수: http://naver.me/5PifBbai 온라인신청서 작성 제출
- 서류제출: 신청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시 소재 관련서류 (재직, 재학, 휴학, 사업자등록증, 등본 등)
※ 온라인 &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 정상접수로 간주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 접수기한 : 20. 8. 14(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서류제출: jkhan1117@skku.edu <메일제목: [인큐베이팅신청]팀명_대표메뉴>
○ 담당자 및 문의처
▪ 전화 : 02-740-1734 (캠퍼스타운사업단 한진경매니저)
○ 별도첨부 : 신청확인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평가는 내·외부 전문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처리 함

2) 참여제한
- 서울시 캠퍼스타운사업 참여 이름이 있는 예비/기창업자(팀)

2.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지원 시기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 공유주방 입점 시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등 자부담 발생 함
(인큐베이팅 기간 중 발생한 매출로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