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18-24호

「2018 글로벌 디자인스쿨」
참가팀 모집 공고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계명대학교와 (예비)창업팀의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2018 글로벌 디자인스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년 5월 2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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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 글로벌 디자인스쿨 (Global-K PSD 프로젝트)
□ 사업목적 : (예비)창업가의 제품 및 서비스 디자인 개선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사업대상 : 디자인(제품, 사용자경험(UX) 등) 개선을 이루고,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기르고자 하는 업력 7년 이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모집분야 : 분야 제한 없음
□ 모집기간 : 공고일 ~ 2018.06.11.(월) 18시 마감
□ 선정규모 : 15팀 내외
□ 사업내용
- 골드스미스 디자인 워크숍 (2주)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캠프 (1박 2일)
- 우수팀 후속지원
‧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2018 등 참가 지원
‧ IF 디자인 어워드 2019 등 출품 지원
※ 예정사항으로,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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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 내용

 골드스미스 디자인 워크숍
※ 골드스미스런던대학교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 골드스미스런던대학교(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는 1891년 설
립된 영국의 국립대학교로 세계적인 예술가 데미안허스트, 샘 테일러
우드, 스티브 맥퀸 등을 배출한 영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임

- 예술분야에서 명성을 쌓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학과는 꾸준히 영국 대학
교 내 최고 랭킹, 세계 대학교 내에서도 상위권 랭킹을 차지할 만큼 세
계적인 수준을 자랑
* The Guardian University(UK) league tables 2017 / Desgin&Crafts 랭킹 1위
* The Guardian University(UK) league tables 2018 / Desgin&Crafts 랭킹 3위
* 2017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rt&Design 영국 랭킹 3위, 세계 랭킹 11위

❍ 일정 : 2018.08.13.(월) ~ 08.24.(금) (2주, 주말제외)
❍ 장소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강의장 및 C-Fab 등
❍ 내용 : 디자인 명문대학교인 골드스미스의 교수진 및 디자이너와 함께
디자인 방법론을 연구하고, 창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2주 워크숍

❍ 지원사항
- 워크숍 참가비 (교육비) 일체
- 기간 중 서울에서 진행되는 워크숍(1박2일)에 대한 숙박비 지원
- 영국 Goldsmiths 워크숍 수료증 발급*
*

일정 중 80%이상 출석 필수이며 불이행 시 수료증 미발급

❍ 세부일정 : [첨부1] 참고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캠프

❍ 일정 : 2018.08.30.(목) ~ 08.31(금) (1박 2일)
❍ 장소 : 경주 또는 포항
❍ 내용 :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1박 2일 캠프
❍ 지원사항 : 워크숍 참가비(교육비), 숙박비, 식비 일체

❍ 교육내용
연번

1

주 제
How to be
Global Startup

교육 내용
- 한국 벤처기업 사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이해 증진
- 글로벌 투자 업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스타트업 네트워킹 및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Tool의 소개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

글로벌 시장 내
2

투자자금
유치전략

(대중성을 띄는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을 바탕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방안, 크라우드 펀딩의 다양한 방법 등)
-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
- 지속적인 투자유도를 위한 올바른 투자자금 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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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컨설팅

- 글로벌 시장에서의 디자인 트렌드
- 스타트업이 갖추어야 할 디자인 전략

※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우수팀 후속지원 : 글로벌 진출 및 시장검증 프로그램
□ 해외 디자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골드스미스 디자인 워크숍 참가팀 중 우수팀 (5팀)
❍ 지원사항 : 전시회 참가를 위한 항공비·부스비 지원

(*팀당 1명 지원)

❍ 선정방법 : 골드스미스 워크숍 성과발표회를 통한 평가진행
❍ 참가예정 :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2018
※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London Design Festival)
- 2003년부터 시작된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은 창의적 디자인은 물론 최
신 기술까지 만나볼 수 있는 세계 3대 디자인 페어 중 하나임
- 매년 9월 중순, 일주일간 개최되며 런던 전역에서 다양한 전시 진행
- 페스티벌 전시 기업은 공식 웹사이트 및 카탈로그에 등록되며 런던 디자인
페스티벌 로고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요 및 아이템에 따라 참여 전시회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 해외 디자인 어워즈 출품 지원

❍ 지원대상 : 골드스미스 디자인 워크숍 참가팀 중 우수팀 (10팀)
❍ 지원사항 : 어워즈 출품비(Registration Fee) 지원

(*사후지원)

❍ 선정방법 : 골드스미스 워크숍 성과발표회시 평가위원회 개최
❍ 출품예정 : IF 디자인 어워드 2019

※ IF 디자인 어워드 (IF DESIGN AWARD)
- 1953년부터 독일의 마케팅 컨설팅회사인 International Forum Design사
가 수여하는 상으로, 미국의 IDEA, 독일의 Reddot과 더불어 세계 3대 디
자인 어워드 중 하나임
- IF 디자인 어워드 2019의 경우, 2018년에 신청을 접수받고 2019년 1월에
심사를 진행하여 2019년 3월 15일 시상식 진행
※ 수요 및 아이템에 따라 출품 어워즈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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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참가자격 : 업력 7년 이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참가인원 :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

디자인 역량을 갖춘 팀원 최소 1인을 포함하여 최대 2인까지 팀 구성 가능*
* 자격요건(하기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 디자인 역량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대표
② 스타트업 내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디자이너 팀원
③ 스타트업 대표가 기업 내 디자이너와 함께 팀 구성하여 참여

□ 우대사항
-

차 산업혁명 또는 미래산업(로봇, 드론,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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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R

등)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팀
-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팀
* 해외 프로젝트 참여 경험자
* 킥스타터·인디고고 등 해외 크라우드펀딩 경험자
* 글로벌 프로그램 이력 보유자 등

-

제품 및 서비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즉시 제작 가능한 팀

□ 선정절차
-

선정방식 : 서류심사, 발표심사, 최종심사 3단계를 거쳐 참가팀 선발

-

심사위원 : 글로벌 디자인스쿨 관련자 및 외부의 디자인 전문가

-

심사기준 : 창의성, 혁신성, 기술성, 기능성, 제품 및 서비스화 가능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등

서류평가
센터 내·외부 심사위원이

면접평가
è

신청서 검토

팀당 15분 심층면접

최종선발
è

골드스미스 교수진이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참가자 최종 확인

□ 제외대상
▪ 공고한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신청서를 제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 선발 이후,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제외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참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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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
‘18.5.21.(월)~6.11.(월)

서류심사 결과발표


18:00 접수마감 *기한엄수

‘18.6.18.(월)

면접심사

‘18.6.21.(목)~’18.6.22.(금)

16:00


글로벌 디자인스쿨 운영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 ‘18.8.13(월)~8.24(금) 
캠프 : ‘18.8.30(목)~8.31(금)

최종참가자 발표


‘18.7.19.(목)

‘18.6.29.(금)
14:00


우수팀 전시회 및 어워즈 준비

해외 디자인 전시회 참가


8월 ~ 9월
※ 이메일을 통해 합격자 개별 공지

해외 디자인 어워즈 출품


9월 중

9월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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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년

월

2018

6

일( 월)

11

까지 이메일 접수

18:00

(srlee@ccei.kr)

※ 메일 제목 양식 : (글로벌 디자인스쿨)_개인이름 or 팀명 or 기업명

□ 제출서류
-

[별첨1] 참가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

[별첨2]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기타 참고자료 (*추가이미지,

지식재산권 등 추가자료 제출 희망 시 첨부 가능)

※ 모든 항목 기입 및 참가자 서명 필수
※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국세납입증명서·지방세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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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문의처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교류협력팀 이소라 매니저
(T : 053-759-8613 / E : srlee@ccei.kr)

붙 임. 참가신청서 및 세부계획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첨부1] 골드스미스 디자인 워크숍 세부 일정(안)
Goldsmiths Design Workshop – Pi Studio
Mapping the context and issues of the
projects
Aug 13th
(Mon)

보유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현 상황의

- We will be exploring the proposed 트렌드와 이슈에 부합하는지 팀별 진단
concepts and explore their contexts, users - 현 시대의 소비자, 이슈, 사회적 트
and the issues they address. This will give 렌드 등을 파악하여, 디자인이 잠재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of

성 및 시장성이 있는지 진단

each proposed projects.
An audit of the range of skills and
expertise within the whole group.

첫날에 진단한 사항을 바탕으로 각

- This will help build a community of 아이템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
th

Aug 14
(Tue)

innovation and encourage the support of 하고, 프로젝트의 디자인이 혁신적인
each other. A short presentation of their

지, 기술성 및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
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진단

prosed project- with the mapping from the - 골드스미스 교수진 및 디자이너 뿐
previous days. This will give us a clearer
만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그룹을 구
understanding of the proposed projects, we

성해 프로젝트별 피드백

will give feedback on each of the projects.
1) Timelines of technology. This is to
understand how things change over time.
Talk about pulses of change, innovation 이전까지 프로젝트가 현 트렌드에 부
forms
Aug 15th
(Wed)

from

incremental

to

disruptive 합하는지 진단했다면, 미래에는 이런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잠재

innovation.
2) 2nd part timelines – each project group
will create a timeline of their own project
area…

This

will

bring

the

성을 가지고 있을지 타임라인 기법을
활용하여 판단
- 미래의 기술, 사회, 사용자들은 어

particular 떻게 변할 것인지 생각해보며 프로젝

changes of technology, society, users but 트별 타임라인을 작성
be

more

project.

specific

to

their

individual

We will be making Props that model
different aspects of their projects and the 프로젝트별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고
designs themselves- These models will be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Aug 16th
(Thu)

used to explore their project scenarios and

시나리오 작성
- 상황극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narratives. It is important the the groups 실제 제품이 제작됐을 경우 소비자가
understand the context of their projects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판매될 것인
and can expand their projects through 지를 예측
ideating with the models.
한국 유일의 소재은행을 방문하여,

Aug 17th
(Fri)

Daegu Material connection workshop at
the design center

다양한 소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프로
젝트에는 어떤 소재가 적합할지 판
단, 방대한 소재를 설명하는 워크숍
진행

Aug 20th
(Mon)

Aug 21st
(Tue)

디자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

Seoul - Visit to company

업 등을 견학

Seoul - expert designer talk - followed by
critique of each project - This will require

프로젝트별 진단

a presentation of each project.

nd

Aug 22
(Wed)

Project Development day - making new 지금까지 얻었던 피드백 및 인사이트
proposal models, integrating knowledge 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디벨롭해보는
about

materials

and

critique

into

the 시간,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골드스미

developed projects.

Aug 23rd
(Thu)

Aug 24th
(Fri)

외부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스 교수진 및 디자이너가 컨설팅

Tutorials in morning. Afternoon development 금요일 진행되는 성과발표회를 위해
time – preparation for final critique on 프로젝트를 계속 디벨롭하고 최종 컨
Friday afternoon- Tutorials where needed.

Final Critique in the afternoon - This will
be followed by closing statements.

설팅 진행

성과발표회 및 워크숍 마무리, 해외
전시회 및 어워즈에 참가할 우수팀
선정 (우수팀 발표는 추후 안내)

※ 워크숍이 아이디어 발상보다는 디자인 개선 및 컨설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