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청 매뉴얼

1  로그인

경로 :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 》로그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http://newbiz.sbiz.or.kr) 접속 후 [로그인] 클릭

 * 회원가입 필수 (본인명의)

2. 로그인 후 페이지 내 [교육 신청] 클릭

  * 화면에 직접 신청내용을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http://newbiz.sbiz.or.kr


2 신청서 작성 

1. 교육신청접수  ▶  2. 입교신청자 현황  ▶  3. 창업아이템 개요

경로 : step01 교육신청접수

1.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아이디어명), 희망교육장소, 희망교육과정 입력

   ex) 아이디어명: 가죽공예 커스터마이징. 희망교육장소: 서울*. 희망교육과정: 온라인 트랙 

   *희망교육장소는 임시저장 후에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육장소는 1순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입교신청자 정보 확인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수정”을 클릭 후 정보 최신화

   * 안내 및 선정통보 등 향후 연락을 위해 정보의 최신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파일 추가 

   * 제출서류는 모두 신청기간 내(2.1~3.2) 발급 건만 인정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함” 체크 후 임시저장

   * 동의안함을 체크하는 경우 사업신청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 step02 입교신청자 현황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여부를 확인 후 체크

   * 업종불문하고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사관학교 수료 후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확인 후 체크

   - 한국산업분류표 보기를 클릭 하신 후 연결된 링크 접속 → 키워드 검색 후 업종 선택

       ex)검색어 “가죽” 검색 → 분류항목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선택

   * 신청 제한 업종이 있으니 공고문의 제외업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색어“가죽” 검색 → 분류항목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선택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의 “분류코드 15”확인 

    →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0~34)에 해당 하므로 제조업 선택



2. 학력, 경력, 주요자격증은 최근 순으로 작성 후 임시저장

   



경로 : step03 창업아이템 개요

1. 창업아이템 소개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2.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창업아이템의 독창성(현재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3. 국내외 목표시장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4. 임시저장 후 신청완료

  - 모든 작성 내용을 최종 검토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 임시저장 상태로는 최종 신청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꼭 신청완료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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