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를 앞둔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G - S TA R T B
BM 진단/개선, MVP고도화, 그리고 IR/투자에 대한 기초이해까지

성장기를 앞둔 초기스타트업을 위한 밀착지원 프로그램,
G-START B 1, 2기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ICT 융복합콘텐츠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교육,

스타트업을 위한 곳,

공간, 자금, 전문가 네트워크 등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내 5곳(부천, 판교, 광교, 북부(의정부), 서부(시흥))에서
전문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판교는 ICT 융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START 프로그램이란?

G-START는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5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사업아이템 발굴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연계,
자금지원, 그리고 해외진출까지 스타트업의 성장과 비즈니스 실행을
위한 필요요소를 지원합니다.
스타트업 라이프사이클 프로그램 ‘G-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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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T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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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ART B는 8주간의 인큐베이팅 코스로 운영되며, 약 16명(팀)의
초기 스타트업 대상 비즈니스 개선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구성
-

교 육)
멘토링)
캠 프)
IR역량
R역량)

※자세한 일정은 3p. 참고

BM 점검, 기술/특허 로드맵 구축, IR/투자에 대한 기초이해
시장/소비자분석 기반의 MVP고도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MVP고도화, IR피칭 실습
IR덱 리디자인, 데모데이(엔젤투자자, VC 참석)

파트너 운영사

주식회사 엘스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사로

‘엘스톤’을 소개합니다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맞춰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사업화 및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글로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교육, BM 고도화, 마케팅 및 판로개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START B 프로그램

지원은 ICT기술을 접목한 사업아이템(제품/서비스)을 개발하고 있는

지원자격과 방법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단,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여러분이라면, 과거에 한번쯤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MVP개발에 관한 교육도 받고 직접 작업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만의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아이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G-START B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B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전문 교육과 멘토링은
비즈니스/아이템의 고도화 그리고 향후성장을 위한 전략로드맵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
- 18. 5. 11.(금) ~ 6. 1.(금) 18:00

*신청방법 : 홈페이지접수(www.ghub.or.kr)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상단 ‘신청하기’→‘프로그램’ 메뉴에서
‘G-START B’를 검색, 모집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서식), 사업계획서(발표심사용 PT, 13p이내),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는 자유양식이지만 되도록 아래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주세요.
(문제정의, 아이템 소개, 관련시장/경쟁자, 차별화포인트, 수익전략, 주요성과, 팀역량)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파일(동영상, 이미지 등) 추가자료는 제출불가하니 양해부탁드려요.

G-START B 프로그램
선발과정

G-START B는 2기수를 모집하며, 기수별 8명(팀) 내외로 운영됩니다.
2기수 모두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심사일정
- 서류심사 : ‘18. 6. 4.(월) ~ 6. 5.(화)
- 대면심사 : ‘18. 6. 8.(금)

*심사기준
- 서류심사

기술/제품

시장/사업성

투자

(30%)

(20%)

(20%)

경영성

기술성

시장/사업성

투자가능성

(30%)

(30%)

(20%)

(20%)

기업신뢰도
인적구성 (30%)

- 발표심사

G-START B 프로그램
운영일정

구 성

1기

2기

READY Camp

7. 11. ~ 7. 13.

7. 18. ~ 7. 20.

6. 18. ~ 6. 19

6. 25. ~ 6. 26

(2시~6시)

(2시~6시)

6. 20. ~ 7. 31.

6. 27 . ~ 7. 31.

READY 창업교육
1:1 멘토링(2회)
IR 자료고도화

7. 24 ~ 8. 8

Pitching Day

8월 3주차(예정)

※ 캠프는 서울(장소미정)에서 READY창업교육은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진행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G-START B 프로그램 신청을 앞두고 망설여지는 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담당자에게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클러스터센터 송주은 매니저
(T. 031-776-4616 / E. azijoo@gdca.or.kr)
주식회사 엘스톤 투자기획팀 정성민 주임
(T. 070-4327-6455 / E. jsmning@elst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