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더이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소개
2019년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프로젝트에 선정된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강북구 수유시장과 함께 지역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재 3년 연속 사업 중 3차년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청년 예술가의 실전 창
업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창업지원 더이룸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과
2020년의 아트창업빌리지, 수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 예
술가들과 실전 창업을 원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하여 “실전 창업 교육 및
멘토링”에 중점을 두고, 18팀의 문화예술 창업가를 양성하고 지원할 예정
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실 수 있도록 성신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 사
업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1.접수기간
2021년 4월 12일(월)부터 2021년 5월 12일(수) 17:00까지
※ 심사 후 적격팀이 없을 시 추가선발 진행 가능
※ 선발 발표 후 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팀)이 발생되면 차순위로 지원자(팀)를 선발

5. 그 외 지원내용
- 멘토링 공간지원
- 캠프,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지원
- 강북구 지역의 창업공간을 연계하여 활용지원

2. 참여대상
- 성신여대 (학부, 대학원)재학생 및 휴학생
- 문화예술 창업을 원하는 서울시민 누구나
- 2021년도 창업자
- 2019, 2020년 중 성신여대 캠퍼스타운 프로그램 이수자
※ 2021년 성신여대 캠퍼스타운 타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복지원 불가

6. 참여방법
-제
 출서류 : 홈페이지에서 양식 확인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lynj@sungshin.ac.kr)

3. 선발계획
- 총 18명(팀) 선발
4. 지원내용
- 창업을 위한 지원금 총 9,000만원 지원(선발팀당 각 최대 500만원 지원 예정)
※ 지원분야 : 지식재산권, 홍보·마케팅, 인증획득, 법무 법률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실
 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총 12개 창업스쿨로 창업프로세스, 창업관련 법규, 창업마케팅, 창업회계와 세무,
창업 재무와 투자 등 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온라인 교육 및 특강으로 진행
- 창업 안정화 프로그램
1) 1:1 전담 멘토 지원: 기업현황에 부합하는 창업과 사업화에 관련한 멘토링 제공
2) 특성화 멘토 지원: 문화예술, 생활밀착형, 온라인 플랫폼 등 각 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

7. 공모일정
- 접수: 2021년 4월 12일(월) ~ 2021년 5월 12일(수) 17:00 까지
- 합격자 발표 : 2021년 5월 25일(화) (개별통보 예정)
- 사업기간 : ~ 2021년 11월
8. 기타사항
- 2021년 캠퍼스타운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복 참여 불가
- 프로그램 참여자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참여 필수
-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사업자 등록 및 수유시장 내 제공되는 공간에 주소이전 필수
(합격발표 후 입주계약서 작성 필수)
- 2021년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9. 문의사항
성신여자대학교 기획정보처 캠퍼스타운사업단
- 전화 : 02)6949-2251
- 이메일 : lynj@sungshin.ac.kr
- 홈페이지 : https://www.sungshin.ac.kr/campustown/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