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관광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팀 모집
캠퍼스타운 사업-성균관대 청년창업·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사업-

<문화관광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 프로그램>

■ ‘문화관광 EPT(Entrepreneurship Project Team)프로그램’이란?
- 기업가정신을 지닌 문화관광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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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내용
운영목적
모집인원
신청자격

①기업가 정신을 지닌 문화관광 분야의 인재 양성
②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5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든 일정 반드시 참가해야 함(불참 시 수료 불인정)

신청주제

종로구 이야기(지도책과 탐방코스) 등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신청기간

2017년 8월 30일(수) ~ 9월 6일(수) 24시까지
캠퍼스타운사업단블로그(http://skkucampustown.blog.me) 및 성균관대 공지사항 접속

신청방법

①참가신청서(첨부 파일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씩 작성 후 이메일 제출 (heewoop@skku.edu)
교육 – 사회적 경제와 질적 조사방법 집중 교육(1박 2일) 및 네트워킹
- 미디어 콘텐츠(UCC, 카드뉴스 등) 제작 교육
멘토링 - 팀별 관련 분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보고서 제작

지원내용

활동비 – 팀별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활동비 지급
공간 – 우수팀은 명륜동 앵커시설과 창업지원센터 완공시 우선 사용 가능
성과금 - 성과발표회 평가를 통한 시상금 부여
기타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단장 명의 수료증 발급
- 성균관대학교 창업지원프로그램 연계 및 우대(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등)
참가팀 모집

프로그램 참가팀 모집 (8/30~9/6)
평가 및 선발(5팀)
1박2일 캠프
(9/15(금)~9/16(토), 경기도 고양시 소재 동양인재개발원)

세부일정

창업 교육

- 종로구 관광자원 탐색 및 사회변화 탐방 제안서 작성
*캠프 일정표 참고
창업 특강
- Social Venture 우수 사례 특강
팀별 전담멘토 매칭 및 주 1회 멘토링 실시

창업활동 지원

팀별 자체 현장조사 실시 및
현장조사비·콘텐츠 제작비 지원

전문가와의 교류 및 네트워킹 진행(11/1)
팀별 최종 결과물 제출 및 성과발표회 (11/17)
네트워킹 및 성과발표회

*성과발표 평가를 통한 시상금 차등 부여
*우수 아이템의 경우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LINC+ 등) 연계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캠퍼스 다산경제관 32207호 창업지원단 캠퍼스타운사무국
Tel: 02-740-1735 / E-mail: heewoop@skku.edu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박2일 캠프
- 일시: 2017년 9월 15일(금)~9월 16일(토), 1박 2일 간
- 장소: 동양인재개발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9/15(금)

9/16(토)

08:00~09:00

조식 및 짐정리

09:00~10:00

집결(인사캠)

10:00~11:00

성균관대 → 연수원

11:00~12:00

지원사업 소개

12:00~13:00

중식

사회적경제와 청년 문화창업 사례:
청춘창고시와 청년의 협업 방안
중식

13:00~14:00

오리엔테이션

14:00~15:00

청년 문화관광 창업 사례:

Visual

15:00~16:00

순천한바퀴 장희주 대표

Team

종로구 탐방 제안서 만들기

16:00~17:00

Sharing

Graphic

수료식 및 퇴소
종로구 마을 이해하기

17:00~18:00

연수원 → 성균관대

18:00~19:00

석식

19:00~20:00

종로구 탐방계획 세우기

20:00~21:00

Visual

21:00~22:00

Facilitation Team

Sharing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Graphic

Facili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