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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 실리콘밸리

□ 추진배경
ㅇ 재능과 열정을 가진 국내 대학(원)생들을 글로벌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밸리로 초청하여 우수한 현지 교육기관과 협업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및 생생한 현장체험 연수의 기회를 제공

※ 향후 KIC의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과 지속적으로 연계·지원
□ 프로그램 개요
ㅇ 실리콘밸리의 우수 창업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진행

- 프로그램명 : KIC College Research to Business Development Entrepreneurship
ㅇ 현재 KIC SV와 MOU를 체결한 국내 주요 10개 대학 및 국내 소프
트웨어 중심대학과 연계하여 유망한 벤처 아이디어나 상품 및 서비
스를 가지고 있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실리콘밸리 우수 창업 교육
기관 혹은 대학과 협력하여 과학 ․ ICT 기술 기반의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진출 등 교육

□ 프로그램 지원대상
ㅇ 프로그램 지원대상 : KIC SV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국내 10개 대
학 및 국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추천한 대학(원)생, 약 10~12명 예상

※ MOU 체결대학 : 고려대, 연세대(신촌, 송도), 한동대, 한양대, 경북대, 아주대, 서강대,
KAIST, 동의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ㅇ 프로그램 참여인원 : 10 ~ 12명 수준 (각 대학 당 최대 2명)
ㅇ 대학(원)생 참여자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참가자

- 대학(원)에서 수행한 R&D 결과물의 기술상용화에 계획이 있는 참가자
- 대학 내 관련동아리에서 활동하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

- 대학 3,4학년 또는 대학원생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참가자 (TOFEL 90 or TOEIC 800 이상)
- 기타 해당 대학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참가자

※ 지원 학생을 각 대학에서 선정

□ 프로그램 참가 일정 및 비용부담 내역(안)
ㅇ 프로그램 기간(안) : 7월 15일 ~ 8월 2일 (3주)
(7월 16일 Check In, 8월 3일 Check Out)

※ 상기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KIC SV : KIC SV 프로그램 비용 50% 및 숙박비 지원
ㅇ 참여대학 : KIC SV 프로그램 50%, 항공료 및 식비지원
ㅇ 프로그램 일정 계획
- 2019년 6월 7일 : 참가대상 송부 (기본 인적사항 포함)
- 2019년 7월 14일 : 실리콘밸리 체크 인
- 2019년 7월 15일 ~ 8월 2일 : KIC 실리콘밸리 프로그램 (3주)
- 2019년 8월 3일 : 인천 이동

ㅇ 문의처: heather@kicsv.org (Att:박희경 매니저)

□ 프로그램 (안)
-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
- 최종 데모데이에 프로젝트 발표
- 아래와 같은 강의 주제들로 프로그램 진행 예정

•
•
•
•
•
•
•

Explore entrepreneurship, innovation, and career opportunities
Cross-discipline lean start-up teamwork in a competition-based format
Finance for Entrepreneurs
Product Management
Technology Firm Leadership
Psychology of Innovation
Design Think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