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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취지

가. 교내외 기업가정신(창업) 활동을 통한 창의성,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숙명 미래인재 양성
나.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 내역에
따라 기준점 이상 취득시 창업역량 인증 부여
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여 대학 차원에서 취·창업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증명

2

개요

가. 인증대상: 우리대학 소속 학부 재학생(학점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제외)
나. 인증조건: 일정점수(30점) 이상 취득
인증레벨

인증조건
획득 점수

30점 이상(선택항목 중 교과목 수강 및 프로그램 참여 점수)
※ 필수항목 교과목 수강 및 BM 프로그램 참여는 점수에서 제외
교내 BM(비즈니스모델) 교육* 2개 이상 참여

필수

인증혜택

기업가정신 교과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 중 1개

또는
이수 +

교내 BM 교육 1개 참여
1. 기업가정신 교과목 수강
2.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

숙명인
창업역량
인증

3.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1. 인증서 발급

4.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교육 참여

2. 소정의 기념품

5.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해커톤·아이디어톤·공모전 참여

선택

6. 교내외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공모전·경진대회 수상
7. 교내 창업동아리(아이디어팀) 활동
8. 학생 창업
9. 지식재산권 획득
10. 기타 교내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부서에서 인정한
기업가정신(창업)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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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교육
1. 비즈니스 모델 정의: 어떤 상품(서비스)을 어느 시장(고객)에서 어떤 방법으로 판매하여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정의하는 기업의 기초적인 설계도
2. 비즈니스 모델 교육: 비즈니스 모델 관련 이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작성,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례연구, 린스타트업, 디자인씽킹, 고객개발(Customer
Discovery) 등의 관련 교육이 포함된 프로그램

[그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출처: Alexander Osterwalder & Yves Pigneur(2010), “Business Model Generation”
3. 비즈니스 모델 교육 예시
No

구분

1

이론 특강

2

아이디어 발굴

3

아이디어 구체화

4

발표

주요 내용
- 기업가정신 개념 이해
- 비즈니스 모델 개념 이해
- 팀빌딩(팀별 미션활동)
- 아이디어 도출 위한 브레인스토밍
- 9Block을 활용한 Business Model Canvas 작성
- 멘토링
- PT 작성
- 팀별 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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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증기준
구분

세부내역

점수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육(교양 및 전공) 과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역량
배양을 위해 교과목명에 다음 키워드가 포함된 과목(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1과목 당 5점)
- 성적이 B- 이상(P/F는 Pass)인 경우에만 점수 부여
- 기업가정신 교과목이자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인 경우 중복 점수 부여 불가
(예시: 비즈니스스타트업Ⅱ(캡스톤디자인)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과목 수강
기업가정신

으로 5점을 받으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교과

※ 대학정보공시 인정 기업가정신(창업) 교과목 키워드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

최대

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앙트러프러너십”,

20점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인정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 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교육(교양 및 전공) 캡스톤디자인 과목(1과목 당 5점)
캡스톤디자인
교과

- 성적이 B- 이상(P/F는 Pass)인 경우에만 점수 부여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이자 기업가정신 교과목인 경우 중복 점수 부여 불가
(예시: 비즈니스스타트업Ⅱ(캡스톤디자인)의 경우, 기업가정신 교과목 수강
으로 5점을 받으면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현장실습
교과

- 산학협력현장실습 1과목 당 5점, 기업실무인턴십 1과목 당 2점
- 성적이 Pass인 경우에만 점수 부여
- 창업지원단ㆍ대학혁신단ㆍ캠퍼스타운사업단 등 교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그램
1.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 1시간 당 0.5점 부여
* 실제 교육시간이 5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최대
10점
인정
최대

2.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해커톤, 아이디어톤, 공모전, 데모데이 참여 1건 당 2점 부여

10점
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3. 교내ㆍ외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공모전ㆍ경진대회 3위 이상 수상 1건 당 5점 부여
* 단, 정부부처 장관상 이상(장관상/국무총리상/대통령상) 수상 시 1건당 10점 부여
4. 교내에서 관리하는 창업동아리(아이디어팀) 활동 시 1점 부여

최대
20점
인정
최대

* 1인팀 인정

3점

* 아이템(아이디어)이 다를 경우 최대 3건의 활동까지 인정

인정

5. 학생창업

20점

6. 지식재산권(특허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 획득

20점

7. 기타 교내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는 기업가정신(창업) 프로그램

최대

* 교육은 1시간(실제 교육시간 50분 이상) 당 0.5점 부여

10점

* 프로그램은 1건 당 2점 부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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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2) 증빙서류 구비
2) SNOWAY → 비교과 프로그램 → 2021 제1회 숙명인 창업역량 인증제 클릭 → 신청
(첨부파일 제목 예시: 창업역량 인증 신청서_이름)
나. 제출서류
구분

증빙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가정신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 수강
산학협력현장실습 교과 수강

비고

신청서(첨부파일)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필수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참여확인서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해당 기관장 날인 필수)

(교육·해커톤·공모전·멘토링 등)

* 교육의 경우 참여시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BM(비즈
니스 모델) 교육의 경우 세부 과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수상 실적

상장 사본(해당 기관장의 날인 필수)
활동인증서(해당 기관장 날인 필수)

창업동아리(아이디어팀) 활동

* 동아리(팀)명, 아이템(아이디어), 활동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생창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지식재산권

4

해당 지식재산권 증서 사본(특허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

세부일정
신청 접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2021.6.1(화)~2021.6.31(수)

심사
è

신청서·증빙서류 검토
및 심사
2021년 7월 ~ 8월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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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è

총장 명의 인증서 발급
2021년 9월 ~ 10월

5

기타

가. 문의처: 숙명여자대학교 인재개발센터
나. 연락처: 02-710-9099 / smacademy@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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