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일       시                8월 23일 (화), 오후 2시
02. 장       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회의실
03. 모집인원                20명
04. 참 가 비                무료
05. 참가대상                스타트업, 예비창업인, 투자자
06. 신청방법               온오프믹스를 통한 신청
                                     http://onoffmix.com/event/75631

사업설명회

01. 모집공고       8월   10일 (수) ~ 8월 28일(일)
02. 사업설명회       8월 23일 (화)  오후 2시 
03. 서류제출       8월 28일 (일)  자정까지 
04. 서류발표       8월 31일 (수)
05. 발표평가        9월   7일 (수)
06. 합격자 발표        9월 12일 (월)

모집일정

창조경제혁신센터의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졸업자, 진행 및 예정기업

우대조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5년 미만의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에 진출 의지가 있으며, 글로벌 투자 피칭이 가능한 스타트업.

참가자격

Hebronstar Ventures 웹사이트 ㅣ www.hebronstarac.com

지원방법

· 최종 우수 선발 기업에 한하여 Hebronstar Ventures의 직접투자 및 정책 R&D 지원자금 매칭을 통한 3,000만 원 ~1억 원의 Seed Funding 지원

· 6개의 해외 지사와 30개국 해외 Alliance 등 Hebronstar만의 International Business Platform을 통한 직접적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
·  전세계 다양한 산업 경험을 보유한 약 150명 이상의 글로벌 전문가 집단이 제공 하는 집중적인 맞춤형 멘토링
· 스타트업의 Sustainable Growth를 위한 국내외 최고의 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Demo Day Korea 개최
·  세계 Top 엑셀러레이터와 투자자가 집합된 주요 도시에서 ”Hebronstar 글로벌 데모데이”를 개최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회 극대화
·  차별적 가치를 창출한 사업가 및 유명 인사를 초청한 Weekly Event를 마련하여 스타트업 고무 및 잠재적 네트워크 형성
·  업계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컨설팅사의 글로벌 경험을 살려 시장진입 단계 스타트업에게 전문성과 중장기 전략에 기반한 후속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지원내용

H-Camp는 국내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Hebronstar International Business Platform에 기반한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외 풍부한 산업 지식을 보유한 
전문 컨설턴트들을 통하여 차별화된 글로벌 비지니스 파트너쉽 구축 및 국제 투자유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세부내용

13:30 ~ 14:00 참가자 등록

14:00 ~ 14:30 Session 1
Hebronstar Ventures 소개

H-Camp 소개 및 운영 방안

14:30 ~ 15:00 Session 2
Networking

Q & A

문 의

연 락 처  ㅣ  02-558-9322
E - Mail ㅣ accelerator@hebronstar.com

H-Camp 모집기간:

8.10.~8.28.

사업설명회

8.23.(화) 14:00

최종 우수 선발 기업 지원 자금

3천만 원~1억 원

최고의 네트워크 · 최적의 멘토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