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지원

2018 경기상상캠퍼스 라운지멤버십 3차 모집공고
경기상상캠퍼스는 자기만의 콘텐츠를 실행해보고 싶은 청년들에게

- 프로그램/워크숍 :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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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험실(LAB) 공간안내

공유오피스(오픈캠프)공간을 지원하여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실험실명

상세내용

팹 카 페

레이저커팅기와 3D프린터기(큐비콘, 스텔라무브) 장비가 갖춰져 있는 공동 작업공간
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시제품을 전시,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방된 카페 공간입
니다.

브루잉랩

브루잉랩은 맥주양조에 관심 있는 분들의 초보교육이나 정통 양조기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맥주 홈브루잉, 창업, 창직 등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디자인랩

리소프린터기 및 후가공기를 갖추고 있어 출력∙제본이 가능합니다. 문화예술 기
반의 청년들에게 디자인작업 및 출력, 제본작업 등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합니
다.

미디어랩

미디어랩은 자연광 스튜디오로써 창업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인 카메라 장비 및 촬영배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사진•영상 기
술을 지원하는 카메라 교육프로그램, 미디어 워크숍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목 공 랩

총 20여종의 전문 목공장비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목공작업 교육과 청년들
의 창업 시제품 제작 및 설치미술 아트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반의
‘목공 실험실’입니다.

자전거랩

자전거랩은 수제자전거 제작과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장비와 공간을 지원하는 자전거
실험실입니다.

건조/도색랩

시제품 및 설치작품의 전문 도색/건조 워크숍 진행과 원활한 작업을 하실 수 있
는 도색 장비 및 공간을 지원합니다.

뮤 직 랩

뮤직랩은 일렉트로닉 뮤직을 중심으로 프로덕션과 디제잉을 할 수 있는 전문기기
를 갖추었으며, 음악창작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실험실 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라운지멤버가 되어 내 안에 꿈틀거리는
도전∙용기∙실험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마음껏 발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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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대상 : 자기만의 콘텐츠를 실현해보고 싶은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활동장소 :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 신청비용 : 금90,000원(금구만원) ※ 1개월 30,000원 x 총3개월(10~12월) = 90,000원
□ 신청기간 : 2018년 9월 6일(목)부터 2018년 9월 26일(수) 23:00마감
□ 활동기간 : 2018년 10월 1일(월)부터 2018년 12월 31일(월) ※ 3개월 (추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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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멤버십 신청방법
구분
신청모집

상세내용
2018. 9.6.(목) ~ 9.26(목) 23:00마감
∎ 제출서류 : ‘경기상상캠퍼스 3차 라운지멤버십 신청서’ 1부

서류접수

∎ 접수방법 : 3차_라운지멤버신청_000(이름)
※
2018.
2018.
2018.
2018.

설 명 회
결과발표
오리엔테이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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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만 가능 jaeeun326@ggcf.or.kr
9.19.(수) 14:00 경기상상캠퍼스 청년1981 1층 그루빙룸
9.27.(목) ※ 개별통보 예정 (재단 홈페이지)
9.28.(금) 14:00 예정 (출입카드 발급 및 시설사용 안내)
10.1.(월) ~ 12.31.(월) 3개월

▪유의사항
①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운지멤버십 활용 방법

③ 제출기한 엄수 바랍니다.

□ 공간지원
LAB(실험실)
목공/미디어/디자인/

FAB CAFE

공용오피스/OA

수면실, 샤워실, 주방

도색∙건조LAB (예약제)
스튜디오 내의 장비 사용 시
발생하는 소모품 비용은
개인 부담.
브루잉랩, 뮤직랩, 자전
거랩은

교육시간

자유사용 제한.

이외

공용 오피스(오픈캠프)
카페 음료 할인

사무용 가구,

(멤버십 카드 제시 시)

공용 복합기(흑백)/
데스크탑 사용

무료사용

▪문의
경기상상캠퍼스 031-296-1657 jaeeun326@ggc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