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로: 사용자 페이지 -> APPLY NOW -> Start-up NEST -> 지원하기
관리자페이지 -> Start-up NEST -> Start-up NEST 생성

※ Start-up NEST 7기 가점대상 및 항목 운영 안내
■ 가점대상 1 (택1, 가점 2점)
-

특허청이 추천한 ‘혁신특허 창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및 보육 기업(서울, 경기, 대전, 충북, 대구, 울산, 부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관리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추천하 기업
대구혁신도시 ‘OpenLAB’ 공모형 프로그램 선정 기업
CJ의 오벤터스 수료 기업 및 PRODUCT101 Top11 기업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수료 기업

■ 가점대상 2 (택1, 가점 1점)
-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Campus Start-up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신용보증기금의 스핀오프 Start-up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가점사항은 총 2개이며 각 사항 중 1개씩 선택 가능
=>최대 가점은 가점사항 1에서 1개, 가점사항 2에서 1개 선택하여 총 3점
=> 가점 경우의 수: 3점, 2점, 1점, 0점

※ Start-up NEST 가점 관련 관리자 화면(안)
- 가점대상 및 세부항목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함
가산점 1

가산점 2

※ Start-up NEST 가점 관련 사용자 화면(안)
(현재 화면)

(요청사항 반영 예시)

가점대상①
특허청이 추천한 ‘혁신특허 창업기업’

가점대상②
최근 2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

해당없음

2
경로: 사용자 페이지 -> 마이페이지 -> 기업상세정보입력
현재상태: 예비창업자는 기업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없음
요청사항: Start-up NEST와 창업경진대회는 예비창업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예비창업자도 기업 상세정보를 입력한 뒤에 공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처리

※ ‘지원하기’ 페이지는 기업상세정보를 입력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으로, 기업상세정보
입력 없이 공모 지원을 하게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지원페이지가 공란으로 표시됨
※ 이후 평가 진행 시에 평가자가 기업상세정보에 입력한 내용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예비창업자도 기업상세정보 입력 필수임

* 예비창업자가 기업상세정보입력을 클릭했을 때 뜨는 팝업메세지

* 예비창업자가 공모 지원하는 경우 지원페이지 표시 현황

※ 예비창업자가 ‘기업상세정보입력’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는 경우 설립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는 입력 필수가 아닌 것으로 처리

※ 예비창업자가 ‘기업상세정보입력’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는 경우
아래처럼 부가설명 메시지 표시되도록 처리

※ 예비창업자의 경우 예정 기업명

※ 예비창업자로서 현재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예정 사업장 주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업상세정보입력 화면
-> 설립일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 필수로 되어 있음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기업상세정보입력 화면
-> 현재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안내 문구 없음

※ 지원페이지 부가 설명 문구도 수정 반영

(현재 화면)

(요청사항 반영 화면 예시)

[예비창업자로서 현재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예정 사업장 주소]

3
경로: 관리자 페이지 -> 공모 생성(모든 공모 공통)
현재상태: 필수 응답 질문과 선택 응답 질문의 구분 불가
요청사항: 필수 응답 질문은 필수임을 선택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구현
※ ‘추가 정보 입력’ 질문 중에 응답이 필수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음

※ 현재는 ‘추가 정보 입력’ 질문 중에 모든 질문에 답해야만 저장이 가능

* 입력하지 않고 저장하기를 눌렀을 떄 뜨는 팝업메세지

※ 따라서 아래와 같이 필수 체크박스를 넣어 입력 필수와 필수 아닌 질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