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부천시 청년 소셜캠프 유의사항 안내 

Ÿ 부천시 청년 소셜캠프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Ÿ 5월 24일 ~ 26일까지 진행되는 캠프 안내 및 유의사항입니다 

Ÿ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청년 소셜벤쳐 캠프(해커톤) ‘청년, 창업의 문을 열다’소개

  ❍ (참여대상 및 인원) 만19세 ~ 만39세 청년 100여명(STAFF 포함)

  ❍ (일    정) 2019년 5월 24일(금) ~ 26일(일) 2박3일

  ❍ (장    소)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고양) 

  ❍ 단체버스 이동 : 8시30분까지 버스 탑승 

  ❍ 부천시청역 1번출구 옆 시청도로에서 배정버스 탑승 

    Ÿ 버스탑승자 명단 (추후 개별 공지)



시간 프로그램

09:00~10:00 이동 및 공지사항 안내  
10:00~10:30 참가자 OT
10:30~12:00 100인의 키워드 소개
12:00~13:00 점심식사 
13:00~13:30 부천 청년이지!

13:30~14:30  
사회적문제와 비즈니스 모델
① ‘하찮아야 꿈이다’  
② ‘청년!사회혁신창업가’
③ ‘그건 기적이였다’

14:30~16:30 사회문제규정하기와 키워드선정
(5개 영역: 문화예술, 도시재생,IT, 환경, 창의)

16:30~17:30 부천 어벤져스를 만나다
17:30~18:00 숙소배정 및 휴식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팀빌딩

21:00 1일차 종료

  ❍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별로 오실 경우 장소 안내입니다.

    Ÿ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월길 135 

    Ÿ 개인차 이용시 : (네비)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 검색 

    Ÿ 대중교통 이용시 : (경의중앙선) 풍산역 하차 → 마을버스 087 탑승

삼성화재연수원에서 하차 (풍산역에서 35분소요)

  ❍ (세부일정) 

   ∙ 1일차



    ∙ 2일차 

시간 프로그램

08:00~09:00
09:00~09:30 100인의 몸풀기
09:30~12:00 Stage 1. 아이디어 도출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Stage 2. 아이디어 구체화
14:00~16:00 Stage 3. 전문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화)

16:00~18:00 Stage 5. 공유와 피드백 (피어 멘토링)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Stage 6. 수정보안, 발표준비

21:00~ 팀별 자유모임 (발표 준비)
  ∙ 3일차 : 최종 리허실 및 오디션 진행 (15개팀 선정) 

프로그램 

08:00~09:00 아침식사  
09:00~10:00 발표 준비 및 최종리허설
10:00~12:00 (팀선정)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심사발표 및 기념촬영



 □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준비물 

   Ÿ 2박3일 동안 입을 옷, 칫솔 등 세면도구

   Ÿ 노트북(필수), 필기도구 등 

  ❍ 유의 사항 

   Ÿ 이캠프는 3일 참여가 원칙입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운영진

에게 도착시간을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일차 16시안에는 

도착하셔야 합니다, 이후 도착하시는 분은 입소 불가)

   Ÿ 입소이후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개별적 퇴소는 불가합니다. 

   Ÿ 음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주 적발시 이유 불명하고 귀가 되십니다

   Ÿ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Ÿ 임의로 방배정을 바꿀시에는 귀가 조치되오니, 방배정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진과 협의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032-625-299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