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공예제작혁신 프로젝트 제작술술 
모집 공고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융합한 공예기반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과정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작과정의 혁신을 지원하

고자  2019 공예제작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29.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1  참가자 모집 요강

 1. 모집 대상

○ 신기술을 적용한 공예 기반 상품개발 및 제작과정 개선에 관심 있는 여성 제작자

  ○ 공고일 기준 거주지 혹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가 서울시에 해당하

는 여성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팀일 경우에는 대표자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모집 일정 및 개요

○ 모집기간 : 2019년 4월 11일(목) ~ 4월 23일(화)

○ 지원분야 : 분야1] 일상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융합형 제품 제작 아이디어

분야2] 공예 기반 상품 제작과정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 이미 적용 중인 사례의 디벨롭 계획도 공모 가능

○ 선정규모 : 00명(팀은 1명으로 간주함)



     ※ 공동(팀) 응모 가능(대표자 1인 포함하여 총 3인까지 가능)

     ※ 공동(팀) 응모는 대표자 1인 정하여 지원서류 작성

     ※ 공동(침) 응모는 대표자 1인만 서울거주 여성이면 지원가능

○ 선정심사(서류심사) : 2019. 4. 23.(화) 24:00 접수분 까지만 심사

○ 선정자 발표 : 2019. 4. 30.(화) 예정

 3. 심사 기준

○  지원서류를 통해 심사위원단이 참여동기, 기획력, 제작 가능성 등을 서면

심사하여 선정

 4. 선정자 지원내용

1) 1 : 1 맞춤 멘토링 

• 프로젝트 집중 멘토링(전담 멘토 지정) 지원 

[분야 1] 일상문제 해결을 위한 제작품
- 공모자가 공모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실제 제작을 위한 단계 컨설팅
- 실제 제작을 위한 프로토타입 생산 방법 멘토링(문제점, 생산 가능성 등)

[분야 2] 공예제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적용
-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기술적 적합 여부 멘토링 
- 적합한 재료, 기술을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과정 멘토링

2) 활동비 

- 프로젝트 개발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활동비 지급(1개 팀당 50만원)
  ※ 지급 방법 : 6월, 9월중 1회 선택하여 신청자 서류검토 후 지급
  ※ 자산취득성 경비, 월세 및 보증금 등 부동산성 경비,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3) 기초교육 및 기술투어 

- 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초 지식 교육
- 세운상가 일대 공구, 재료상가 투어 및 현장 기술자 매칭, 상담 기회 제공



 5. 지원 방법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swcc02@seoulcraftcenter.kr로 메일접수

                ※ 공고에 첨부된 파일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서울여성공예센터 -> 공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에서 다운.

○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1) 해당 응모자격 증빙서류 :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거주지(공고일 이후 발급받

은 주민등록등본), 학교(재학증명서)

    2) 참가신청서(양식1)

○ 담 당 자 : 서울여성공예센터 공예혁신팀 양지유 매니저 

○ 문의전화 : 02-948-1144

4) 결과물 사진 촬영 지원

- 결과물 제작을 완료한 참여자에 한해 촬영
- 제품 컨셉 사진 3컷 내에서 지원

mailto:swcc02@seoulcraft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