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센터 공고 제2017-40호

2017년도 신진디자이너 3기 추가 모집공고
(재)부산디자인센터에서는 지역 패션디자이너의 창․보육 등 전략적 육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 패션창작스튜디오의 신진 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2017년 3월 16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1.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패션의류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잠재력 있는 부산지역 우수
신진패션디자이너 발굴 및 육성
나.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3차년도)
2.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4명
나. 입주자격
- 업력 7년 미만 패션디자이너
- 지원신청일자로부터 6개월 이전 부산소재 사업자등록 또는 거주자
(단,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를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로 필히 이전 또는 등록)
※ 제외대상 : 타 스튜디오 기 입주 경험이 있는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지원기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마감일 기준)
다. 입주기간 : 2017. 4. 20 ~ 2017. 12. 31 (3기, 1차년도)
- 창작활동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최대 3년
라.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 9층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3. 지원사항
가. 개별 창작활동 공간 및 공동작업시설(봉제작업실, 포토스튜디오, 쇼룸, 회의실 등)

나. 창작활동평가에 따른 시제품제작비 차등지원
다. 브랜드 룩북제작비 지원
라. 맞춤형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마.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패션쇼 및 각종 홍보 마케팅 지원
4. 세부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017. 3. 20(월) ~ 2017. 4. 7(금)
*신청접수 마감일시 18시까지

부산시 및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공고

선정평가(면접심사)

2017. 4. 12(수)

-

최종결과발표

2017. 4. 13(목)

부산시 및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 공고

입주 오리엔테이션

2017. 4. 19(수)

-

입주일

2017. 4. 20(목)

-

5. 신청안내
가. 접수기간 : 2017. 3. 20(월) ~ 4. 7(금) 18시까지(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방법
- 교부방법 : 부산시(www.busan.go.kr) 및 부산디자인센터(www.dcb.or.kr) 홈페이지
‘센터뉴스 -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제출서류 ※ 제출된 소정 양식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No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디자이너
정보」란에 각 디자이너별 정보 따로 기재

소정양식

2

포트폴리오

제출부수
각 7부
(심사의원 평가용)

A4사이즈/ 자율양식
(작품수 최대 15p, 단면기준)

1부

* 1년 이상 창업자의 경우 최근2시즌 포함 권장

3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된 원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주신청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기존 창업자에 한함
전문경력 및 수상실적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 함)

1부

5

각 1부

라.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85 9층,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담당자 앞
마. 문

의 : 부산디자인센터 섬유패션TF팀 사업매니저 (TEL. 051-631-7223)
부산디자인센터 섬유패션TF팀 팀장 (TEL. 051-790-1062)

※ 첨부파일
[양식 1] 입주신청서 / [양식2] 사업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