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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 성균관대 청년창업·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 | 캠퍼스타운 사업이란? | 
<캠퍼스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해 서울의 49개 대학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바꾸는 신개념 도시재생모델을 의미 (*2017 사업 대상교로
13개 대학이 선정)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 성균관대 캠퍼스타운 사업 개요 | 
1. 사업명 성균관대 청년창업·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
2. 비 전 「성균관대-종로구-지역협력을 통한 청년창업· 문화 예술 생태계 구축」
3. 목 표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활성화
4. 세부추진전략
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크게 △시설조성과 △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하고자 하며, 시설조성을 위해서 혜화동로터리에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동십자각 지하보도에 창업·문화예술 복합센터를 설치하여
전주기적 창업과정을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계획
나. 캠퍼스타운 프로그램은 종로구 관내 지역분석과 대학의 역량 을 결합하여 창업육성 프로그램으로 △SACC,
△EPT, △관광 튜터 3개를 추진하고, 문화특성화프로그램으로 △창업공방,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2개를
추진할 계획

Sung Kyun 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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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혁신과 가치를 Start-Up하는 공간”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
월별 활동 요약
9월

| 목적 | 
성균관대학교 및 지역의 청년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으로서 토대를 다지고 있는 3년 미만 창업자들을
위해 혜화동 26-27번지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소유의 건물을 창업지원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제공

| 개요 | 
•위 치 혜화동 26-27번지 (구 동아시아학술원)

10월

•설계 및 리모델링 기간 2017. 7월 ~ 2017. 12월
•구 성 1층과 옥상 야외공간과 계단실을 우연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구축하고, 2층은
CO-WORKING과 회의, 3층은 독립공간으로 창업보육, 4층은 멘토링 및 MAKER SPACE 공간으로 구성
•사용자격 소정의 자격 심사를 거쳐 선발 (2018. 1~2월 예정), 개소식은 2018.3월 예정

|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입체 조형도 | 

11월

12월

3·4

| 창업지원단 사업성과자료집 |

| 2017 SKKU SACC프로그램 Set-Up 캠프 |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
프로그램

•일

시 2017. 9. 15(금) ~ 9. 16(토), 1박 2일 간

•장

소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

•참여인원 약 45명
•목


적

- 청년창업 인재들의 창업역량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1박 2일 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기회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참가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피칭 및 창업 아이디어 공유 등을 통해 창업자로서의 기회를 제공 받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창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및 목적 | 
예술+문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산업 분야의 아이템을 개발 중이거나 소지한 만 39세 이하
창업자(창업 3년 이하)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팀별 멘토링,

•일 정
시 간

9/15(금)

08:00~09:00

시제품 개발비, 보육 공간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 대상 |

09:00~10:00

집결(인사캠)

10:00~11:00

성균관대 → 연수원

11:00~12:00

오리엔테이션, 아이스브레이크

12:00~13:00

창업 3년 이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11팀 프로그램 이수 완료) : 신규창업 2팀, 창업유지 2팀

13:00~14:00

| 지원내용 |

16:00~17:00

아이데이션 아이디어 구체화
① 아이디어 발상/개발 : - 아이디어 보드 작성

17:00~18:00

•교

육 1박 2일 캠프를 통한 창업교육, 심화 워크숍 및 창업 관련 특강 실시

19:00~20:00
20:00~21:00

•시제품개발비 평가를 통해 시제품개발비 지원 5팀 선정 및 팀별 최대 300만 원 지원

21:00~22:00

•공

간 우수팀의 경우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 및 창업 지원공간 우선 사용 가능

•성과포상 최종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를 통한 시상금 부여
•기

타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우대
‘서울시-성균관대 창업지원단’

창업지원프로그램 참가 신청 모집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 프로그램
신청자격

성균관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타교생,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하 또는 예비 창업자)

신청기간

2017년 8월 30일(수) ~ 9월 6일(수) 24시까지

모집인원

10팀(개인팀도 참가 가능)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 프로그램’ 이란?

지원 내용

문화·예술·관광산업 분야의 아이템을 개발 중이거나 소지한 만 39세 이하

1. 1박2일 캠프(9월 15일(금)~16일(토)) 창업교육

창업자(창업 3년 이하)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2. 팀별 전담멘토링(주 1회)

지식을 제공하고 팀별 멘토링, 시제품 개발비, 보육 공간 등을 지원하여 성공

3. 사업화 집중 지원 5팀 : 시제품개발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차년도 사업 연계 5팀 : 전문 멘토링 및 BM 수립 지원

적인 창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

4. 우수팀 :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동아리방 우선 사용 가능

모집 내용

5. 성과발표회 평가 통한 시상금 부여
6. 수료증 발급 및 타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 신청주제 : 문화·예술·관광 산업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타운사업단블로그(http://skkucampustown.blog.me)

- 신청방법 : 캠퍼스타운사업단블로그(http://skkucampustown.blog.me)

및 성균관대 공지사항 참조

및 성균관대 공지사항 접속
 ① 참가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사업계획서(자유 양식, 5page 내외)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씩 작성 후 이메일 제출
(lttsy03@skku.edu)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7호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17년 9월 15일(금) ~ 11월 17일(금)
※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든 일정 반드시 참가해야 함(불참 시 수료 불인정)

Tel : 02-740-1734 / E-mail : lttsy03@skku.edu

설명회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12: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경영관 1층 스타트업캠퍼스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샌드위치를 제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비즈니스모델 정립
② 린 캔버스 작성 : - 고객선정 고도화
MVP(최소존속제품) 고객반응 및 판로 개척
① 오프라인 플리마켓
② 온라인 쇼핑몰
연수원 → 성균관대

18:00~19:00

•멘 토 링 팀별 전담멘토 매칭 및 멘토링 진행 (매주 1회 이상)

비즈니스모델 정립
① 아이디어/비즈니스모델 고도화(4code 작성) :
- NABC접근법(4code)이해와 방법
- 아이디어 고도화를 통한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모델 정립
중식

창업의 이해 & 기업가정신

14:00~15:00
15:00~16:00

9/16(토)
조식 및 짐정리

석식
아이디어 구체화
② 아이디어 확장 : - 아이디어 갤러리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① 크라우드펀딩의 기초
②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③ 크라우드펀딩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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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SACC프로그램 시제품개발비 지원팀 선정 심사평가 | 

| 2017 SACC프로그램 ‘발표피칭’ 교육 |

•일

시 2017. 9. 23(토) 10:00~16:00

•일

시 2017. 11. 9(목) 18:00~22:10

•장

소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32205B호

•장

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경영관 33201호

•참여인원 약 45명

•참여인원 약 25명

•평가기준 창업 아이디어 구체성 외 5가지 평가항목

•목

•선

발 총 20팀 발표, 최종 5팀 선발

•목

적
- 시제품개발비 지원팀 선정을 통해 좋은 사업 아이템과 역량을 가진 팀에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적

- 2017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프로그램 참가팀들에게 발표피칭 교육을 실시하여 팀별 수정사업
계획서를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통해 팀별 보완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창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17 SKKU 3D프린팅 창업캠프 |
| 2017 SACC프로그램 ‘시장조사/비즈니스모델’ 심화워크숍 |

•일

시 2017. 12. 18(월) ~ 12. 19(화), 1박 2일 간
소 경기도 고양시 동양 인재개발원

•일

시 2017. 10. 14(토) 9:00~15:00

•장

•장

소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85610호

•참여인원 약 40명

•참여인원 약 35명
•목
적
- 2017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프로그램 참가팀들에게 심화워크숍을 통한 시장조사/고객 분석
및 비즈니스모델 정립 관련 집중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이끌어내고자 함

•목

적

- 2017 캠퍼스타운사업 SACC프로그램 및 문화관광EPT프로그램 참가자의 요청과 수요에 따른 후속 프로그램 진행
-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IoT 융합제품 제작 실전 경험을 통한 신기술(3D프린팅, 아두이노)
기초 역량 함양 및 창업가 마인드 촉진
•캠프일정
시 간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12/18(월)
성균관대학교 집결 및 이동
오리엔테이션
성균관대 → 연수원
3D 모델링 기초 실습(Fusion 360)

12/19(화)
조식 및 짐정리
사례분석과 문제 해결 이지현 대표
조 별 제안서 작성(멘토링 동시 진행)
중식

3D 모델링 활용 실습 및 프린팅

해커톤(팀 별 IoT 스마트 조명 만들기 실습)

아두이노 기초 실습
센서 모듈 활용 실습
석식
해커톤(팀 별 IoT 스마트 조명 만들기 실습)

Demo Day 발표
수료식 및 퇴소
연수원→학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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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프로그램
| 개요 및 목적 | 
| 2017 성공 창업을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캠프 |
•일

시 2017. 12. 18(월) ~ 12. 19(화), 1박 2일 간

•장

소 경기도 고양시 동양 인재개발원

‘서울시-성균관대 창업지원단’

문화관광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프로그램

*기업가 정신이란?

‘문화관광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프로그램’이란?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집중 교육, 멘토링,
지역 조사 활동비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프로그램

전통적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신을 의미하며 현대에 들어와

•참여인원 약 40명
•목

문화 관광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팀 모집

1. 기업가 정신을 지닌 문화관광 분야의 인재 양성

기업의 사회적 기여(책임)가 추가됨

적

- 2017 캠퍼스타운사업 SACC 및 문화관광EPT 프로그램 참가자, 교내 창업동아리, 청년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실질적 매출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마케팅 경영 활동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창업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2.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모집 내용

지원 내용

• 모집인원 : 5팀

1. 1박2일 캠프(9/15(금)~16(토)) 집중 교육

• 신청자격 : 성균관대 재학생·휴학생,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든 일정 반드시 참가해야 함(불참 시 수료 불인정)

4. 우수팀 : 명륜동 앵커시설 및 창업지원센터 우선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17년 8월 30일(수) ~ 9월 6일(수) 24시까지

5. 성과발표회 평가 통한 시상금 부여

• 신청방법 : 캠퍼스타운사업단블로그(http://skkucampustown.blog.me) 및
성균관대 공지사항 접속

6. 수료증 발급 및 타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① 참가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씩 작성 후 이메일 제출
(heewoop@skku.edu)

| 대상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7호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Tel｜02-740-1735

* 선착순 50명 샌드위치 증정

E-mail｜heewoop@skku.edu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1일차

2일차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6팀 수료)

기상 및 조식
집결 및 이동
오리엔테이션

블로그 & 포스트의 이해와 활용법
중식

퍼포먼스 마케팅 드렌드와 성장전략
네트워킹 & 팀빌딩
마케팅 전략의 이해와
전략수립 실습 & 멘토링

마케팅 전문가 초청
토크콘서트

| 지원내용 |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이해와 활용법
보도전략 활용법과 키워드 전략
폐회식 및 귀가
석식

•교

육 사회적 경제와 질적 조사방법에 대한 1박 2일 교육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 지원

•멘토링 및 현장조사 팀별 전담 멘토를 통한 체계적인 멘토링 진행, 필요한 경우 팀 별 자체 현장조사 실시
•활 동 비 평가를 통해 활동비 지원팀 선정 및 팀별 최대 100만 원 지원
•공

Sung Kyun Kwan University

2017 캠퍼스타운사업 설명회
• 일시 : 2017년 9월 4일(월), 12: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경영관 1층 스타트업캠퍼스
• 주최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성균관대학교

시 간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타운사업단블로그(http://skkucampustown.blog.me) 및
성균관대 공지사항 참조

② 자기소개서(1page내외)

문의처

•캠프일정

2. 팀별 전담멘토링(주 1회)
3. 팀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급

• 신청주제 : 종로구 이야기(지도책과 탐방코스) 등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간 우수팀의 경우 혜화청년창업지원센터 완공 및 창업동아리 방 확충 시 우선 사용 가능

•성과포상 최종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를 통한 시상금 부여
•기

타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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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캠퍼스타운 문화관광 EPT Set Up Camp | 

| 문화관광EPT 동영상 제작 기초 교육 | 

•일

시 2017. 9. 15(금) ~ 9. 16(토)

•일

시 2017. 10. 11(수), 18:00 ~ 21:00

•장

소 경기도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

•장

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210호

•참여인원 약 40명

•목

•참여인원 약 30명

적

•목

-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로구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식 등을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적

- 동영상 제작 기초 교육을 통해 추후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 습득

문화관광EPT 프로그램의 이해도와 참여도 제고
- 1박 2일 집중 교육을 통하여 현장조사를 나가기 전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 참가자간 교류를 통하여
프로그램 및 결과물의 질적 향상
•일

정
시 간
08:00~09:00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

9/15(금)
집결(인사캠)
성균관대 → 연수원
오리엔테이션 이지현 Visual Sharing 대표

9/16(토)
조식 및 짐정리
사례분석과 문제 해결 이지현 대표
조 별 제안서 작성(멘토링 동시 진행)
중식

청년 문화관광 창업 사례: 순천한바퀴 정희주 대표

사회적 경제의 이해: 최호진 지음 소장

도시 재생 사례와 서비스디자인 이지현 Visual Sharing 대표
조 별 종로구 탐방 계획 세우기
(멘토링 동시 진행)

사회적경제와 문화창업 사례:
최영 진주 YMCA 센터장
수료식 및 퇴소
연수원 → 성균관대
석식

| 문화관광EPT 동영상 편집 기초 교육 |
•일

시 2017. 11. 09(목), 18:00 ~ 21:00

•장

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219호

•참여인원 약 20명

•목

적

Sung Kyun Kwan University

- 참가자 본인이 직접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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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성과발표회

킹고 창업 페스티벌
킹고 창업 Festival

•일

시

- 문화관광EPT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2017. 11. 23(목) 13:00~15:00

| 목적 | 

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33405호 및 33B101호

2017. 11. 23(목), 14:00 ~ 21:00

장소

경영관(1층 로비, 스타트업캠퍼스, 33B101호)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교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 SACC 프로그램 성과발표회: 2017. 11. 23(목) 17:40~21:00
•장

일시

특강
홍석천 대표

| 컨셉 | 
1) 창업에 관심 있는 미래 청년 CEO들 모두 모여라

토크콘서트

엠비치오넴 대표
김성빈

홍석천 CEO의 창업특강

서울시 캠퍼스타운

14:00 ~ 16:30

15:00 ~ 16:00

스타트업 캠퍼스(경영관 1층)

창업토크콘서트

17:30 ~ 21:00

16:10 ~ 17:10

33B101호(경영관 지하1층)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참석자 경품 추첨

2) 아하！ 교내에 창업 지원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구나.
•참여인원 약 60명

토크콘서트

(주)아티슨앤오션
대표 김정일

진행 (주)오더블유오 대표 이민정
창업경진대회

•참석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마을활동가, 멘토, 서울시 관계자 등

토크콘서트

대학생만화 난희

네트워킹 파티(창업동아리)

17:10 ~ 17:30

18:00 ~ 19:00

33B101호(경영관 지하1층)

스타트업 캠퍼스(경영관 1층)

삼성전자 기어 S3,
캐논코리아 스페셜 패키지,
코르크 스피커 외
150여만원의 경품 증정

전시 및 홍보
14:00 ~ 18:00
경영관 1층 로비

3) 나도 창업 한 번 해볼까？
창업지원단 / 캠퍼스타운사업단 / LINC+사업단 / BRIDGE사업단

•주요내용
- 문화관광EPT 프로그램 결과물 발표 평가 및 시상
- SACC 프로그램 결과물 발표 평가 및 시상
•목

적

- 2017 캠퍼스타운 사업의 문화관광EPT 프로그램 및 SACC 프로그램의 참가자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일반인

•일

시 2017. 11. 23(목), 14:00 ~ 21:00

•장

소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영관 1층 로비, 스타트업캠퍼스, 경영관 33B101호, 33405호 등

•참여인원 약 155명
•프로그램 구성

등이 함께 교류하여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제고
- 문화관광EPT 프로그램과 SACC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공유하고 교류하여 차 년도 사업에
대한 홍보의 장 마련
- 문화관광EPT 프로그램 및 SACC 프로그램 참가 팀의 성과 발표를 통하여 우수 팀 수상으로 캠퍼스타운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프로그램

1일차

2일차

창업경진대회

14:00 ~ 16:30(150분)

스타트업 캠퍼스(경영관1층)

홍석천 CEO의 창업특강

15:00 ~ 16:00(60분)

창업토크콘서트

16:10 ~ 17:10(60분)

33B101호(경영관 지하1층)

참석자 경품 추첨

17:10 ~ 17:30(20분)

33405호(경영관 4층)

SACC/문화관광EPT 성과발표회

18:00 ~ 21:00(180분)

네트워킹 파티(창업동아리)

18:00 ~ 19:30(90분)

스타트업 캠퍼스(경영관1층)

창업 관련 전시 및 홍보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단,
LINC+사업단, BRIDGE사업단, 창업보육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센터,
교내 창업동아리 등

14:00 ~ 18:00

- 경영관1층 로비
- 전시 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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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프로그램
| 킹고 스타트업 스페이스(창업지원센터) | 
1. 사용기간 2018년 2월~6월(1기) / 7월~12월(2기) 예정
2. 사용대상 청년 초기 창업가 또는 청년 예비 창업자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팀), 캠퍼스타운 및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단 프로그램 참여자 우대

3. 선발기준 독립공간(3층)과 CO-WORKING공간(2층) 사용자를 구분하여 선발
4. 상반기 주요일정
접수 및 심사
(1~2월)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면접

SungKyunKwan
University

1기 선발 및 사용
(2~6월)

 ·독립공간/

개소식
(3월)

 ·센터 개소식

CO-WORKING공간

·네트워킹

·입주계약 및 OT



창업프로그램 운영
(2~6월, 상시)
·창업 특강
·멘토링day
·아이디어공모전 등

| SACC(Sungkyun Art Culture Contents) 프로그램 |
1. 운영기간 2018년 2월~6월 / 7월~11월 (연 2회 운영)
2. 대

상 문화·예술·관광산업 분야의 아이템을 개발 중이거나 소지한 청년(예비)창업가

3. 주요내용 가능성 있는 청년 창업자(3년 이하) 또는 청년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행
(탐색 course/사업화지원 course 두 가지 트랙)
① 탐색 course: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창업동아리 등)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하여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모델 수립, 창업활동비(1백만 원), 사업자 등록까지 지원

페스티벌 동영상
: https://youtu.be/QSh7jm0VGK8

② 사업화지원 course: 초기 창업자(3년 미만)를 대상으로 IR, 마케팅 등 창업 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하고
사업화 지원금(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③ 창업경진대회 개최, 킹고 창업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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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타운 사업성과자료집 |

| 사회적경제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프로그램 |
1. 운영기간 2018년 1월~12월
2. 대

상 지역 공동체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

3. 주요내용
① 지역혁신트랙 (정규 교육과정)
•대학~지역연계 수업을 진행하여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과 학교, 자치구가 함께 해결안을 도출
② 사회혁신 트랙 (사회적 경제 탐색과정)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고, 사회적 공공가치 실현과 창업 및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 양성과정 운영
•사회적 경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공동체 등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 인재 집중 육성
•혜화 성곽마을 등과 함께하는 지역 개선 프로젝트

③ 자율/챌린지 트랙 (사회적 경제 사업화 과정)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IR, 마케팅, 창업교육, 멘토링 실시 및
사업화 지원금(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 SKKU 관광튜터 프로그램 |
•종로구, 성균관대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종로지역 관광 아이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프라 및 지역주민을 적극 교육하여 종로의 문화 관광 예술 명소를 관광
안내할 가이드를 육성

| 문화예술 창업공방 프로그램 |
•종로 및 성균관대학교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작품 및 제품 제작 및 판매 지원
•SACC, 문화관광 EPT,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

|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
•예술대학 및 인문학 학문단위 분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프로그램 시행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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