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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특화 기술
기계·자동차, 바이오, 정보통신

기술기반 창업 전략
기술창업 조직, 학사제도, 네트워크 등

2017
기술창업

지원체계 확대

·창업기업 매출 확대 지원

·지역 VC와 연계를 통한 추가투자 확대

·창업지원조직 통합 운영(위상제고)

·고용창출 증대, 창업지원 포털 운영

2018
기술창업
사업화

·엑셀러레이터 기관 등록

·창업기업 중 5개 이상 스타기업 육성

·대학내 직접 투자 및 창업펀드 모집

·글로벌 창업지원 성과 고도화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원 (국고 및 대학 대응자금)

크 등

2019
기술창업
사업화 확대

•창업사업화자금 자립

대학 2억원, 창업투자전문기관* 2억원,
㈜대경지역 대학 공동 기술지주 등
연간 5억원 수준의 창업사업화자금
확보 예정

•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 자립
대학 1.5억원, 국고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4.5억원 등 연간 6억원 수준의
창업교육·지원 사업비 확보 예정

* ㈜SAG KOREA, ㈜송현인베스트먼트
  및 엔젤투자자(VC), 대경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대경창업투자㈜, ㈜빅워크
  DU-Dream 엔젤클럽 등

•조인트벤처 창업 지원 13개

•기술이전/기술가치 평가금액 6.38억원, 기업평균 49백만원

•조인트벤처 신규 설립 추진 (15건) 중

•기술이전 수입료 (8억원, 2016년)

•창업 경험 전임 교원 (10명)

•창업관련 산학협력 교원 (28명) - 전임 

•창업지원 네트워크 MOU (43건)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창업 네트워크 참여 기업 92개

•대구대학교 11개 분과 가족회사 (1,289개)

•창업관련 국책사업 유치 (2014~2016)
    - 총 319억원, 창업 130여건

창업학과, 대학원 창업학과 운영 (2017년 1학기)•

창업장학금, 창업휴학제, 전공창업강좌 제도 운영•

교원창업 및 임원 취임 규정•

산학협력교원 업적평가 규정 창업실적 반영•

창업 친화형 교육과정 운영 등•

대응자금 4억원 현금 매칭•

창업지원조직 전담인력 17명•
 (단장, 부단장, 센터장 등 보직자 포함)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공용 장비 지원•

지역 최대 보육공간 마련 (BI보유 공간 만 85개)•

조인트 벤처
창업과기술이전
실적 多 창업친화형

학사제도

매칭펀드
4억 및

창업 인프라글로벌/지역
창업 전문가
네트워크 多

창업 관련
국책사업
실적 多

Step1. 창업기초 Step2. 창업심화 멘토링 Step3. 창업도전

기업가정신함양

•열정, 도전, 창조, 혁신,
   책임의 기업가 가치 탐색

기업의 경영교육

•CSR실천기업제도의 이해
•기업의 사회적책임의 이해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발굴•아이디어 BM모델 개발

창업시뮬레이션

•모의 기업 운영체험
•모의 사업계획서 발표

집중 멘토링

•창업자별, 아이템별 전담멘토링
•정부지원정책 탐색 및 매칭

대학 창업지원 시스템 활용

•지역 창업지원 기관
   네트워크 연계

투자 IR연계

•대경엔젤투자클럽 연계
•두드림 엔젤투자 클럽 연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기반 창업 아이템 발굴과
창업기술 개발 및 사업화 능력을 갖춘 창업가

▶ 기술기반 창업교육 : 기술기반 창업을 목적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창업강좌를 수강하고

▶ 실습·체험(참여)형 : 실습·체험(참여)형 강좌를 통한 실전 기술기반 창업 지식 함양

▶ 글로벌 맞춤 소양 :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춘 글로벌 인재 배양

인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