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교육·멘토링·자원 연계를 통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할 청년 혁신 스타 육성 

도시문제 해결 목적으로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혁신 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재생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 내용

추진 목적

도시재생청년혁신 
스타육성대회

추진 현황 및 경과

도시재생 청년 혁신 스타 육성 플랫폼 지원체계

유망 창업팀 발굴

권역별 우수 창업팀 발굴

지역 예선            전국 3개 권역 12개 유망 창업팀
실시                      발굴

① 수도권 기타 전역
② 충청호남 권역
③ 영남권역 

창업 
엑셀러레이팅

컨설팅                 성장 전략 수립, 맞춤형 컨설팅 제공  
멘토링                  멘토단을 통한 성공 노하우 전수 
네트워킹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다자간 협의체
정보제공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 서비스

금융 지원

국토부                  청년 혁신 스타 
                               창업 지원금(500 ~ 2,000만 원)
HUG                    도시재생기금 융자 
                               도새재생 모태펀드 연계 
민간                      IR 참가,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유치

성장 지원
관계형 서비스   On-off 기반 네트워킹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성장 단계 및 기업 특성 맞춤형 지원 
사업 전략 지원  도시재생 사업지와 연계, 
                               스타트업 미디어, SNS 온라인 홍보 등

컨설팅  

정보 제공  

네트워킹  멘토링  LEVEL
UP

창업 지원금

도시재생 모태펀드

민간 투자 크라우드 펀딩금융 
지원

성장
지원

관계형
서비스

맞춤형
지원

사업 전략
지원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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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차년 사업(2019. 08 ~ 2020. 12)

단계 주관 내용

지원 대상 선정 절차

1.
선정

혁신 창업 
아이디어 공모
2019. 08

국토부

〮 온라인 지원  ▶ 1차 통합 서류 평가  ▶ 2차 권역별 발표 평가  ▶  
  최종 선정

〮 공고 채널: 국토부 웹사이트, LH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웹사이트, kidp.or.kr, designdb.com, 중기부 k-startup 등

지역 예선 실시
2019. 09

한국디자인
진흥원

〮 스타트업 정보 공유 및 플랫폼 참여 적합성 평가
〮 카테고리, 사업 목표 및 진행 단계 등의 
  스타트업 유형에 따른 요구 자원 및 솔루션 공유

지원프로그램

2. 
교육

진단 컨설팅
2019. 10 ~ 12

권역별 
액셀러레이터

〮 창업팀 사업 유형, 목표 및 진행 단계 등의 
  스타트업 유형에 따른 요구 자원 및 솔루션 공유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
〮 창업팀별 비즈니스 개발 지원 운영 코칭

창업캠프
*아이디어 
집중 컨설팅
2019. 12. 19 ~ 12. 20

한국디자인
진흥원

〮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IR 역량 강화 위한 코칭 프로그램
〮 모의 데모데이를 통한 본선 진출팀 확정
  (IR 사업계획서 및 피치덱 점검)

3.
멘토십

BM 디자인·사업화/
플랫폼을 이용한 
창업팀 홍보
2020. 01 ~ 10

권역별 
엑셀레이터
한국디자인
진흥원

〮 창업팀 성과지표 개발, 월별 성과 관리
〮 프로토타이핑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 진단 컨설팅 전문 컨설팅, 분야별 소비자·시장 분석
〮 프로토타이핑 인프라 지원

〮 크라우드 펀딩 채널 지원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네트워크 자원 연계
〮 블로그, SNS 및 매거진 등 마케팅 채널 지원

4. 
데모데이

본선 대회
2020. 12

국토부
〮 시제품, IR 피치덱 완성 
〮 네트워크 확대 통한 투자 기회 발굴,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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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과

전국 3개 권역 12개 창업팀을 발굴 교육·멘토링 및 창업자금 등 육성 프로그램 지원

번호 팀명 창업 여부(팀 구성) 창업 아이템

수도권
기타 권역

성수미술관
개인사업자
(권** 등 2명)

전지 크기 도안에 자유롭게 색칠하는 
문화생활공간(드로잉 카페) 운영

Celpin(셀핀)
법인사업자
(이** 등 4명)

알려지지 않은 한류 장소를 발굴해 
여행자 방문을 유도하는 서비스 제공

튀는애들
개인사업자
(조** 등 2명)

작업 공간, 학습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간 대관 또는 회원제 운영

충청
호남 권역

금화키트
개인사업자
(조**)

맞춤형 담금주 키트 개발

열정거북 협동조합
법인사업자
(한** 등 2명)

원도심 내 공유 작업 공간 조성과 청년 문화 기획자
양성을 통한 비즈니스 매칭 및 관리 서비스

참새방앗간
예비창업
(이** 등 2명)

지역 음식점에 수제맥주 재료 및 레시피 제공, 
수제맥주 양조 공방 대여

책방 정류장
개인사업자
(오**)

책방 정류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영화상영, 
문학 활동, 강연 등의 문화활동 추진

영남권

메이더스
예비창업
(홍** 등 3명)

IoT 기반 쓰레기통을 개발해 분리수거 교육과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창업 아이템

바이어스
법인사업자
(유** 등 2명)

시민들이 설계하고 동참하는 도시재생 위한 
앱 기반 소통 서비스 시스템 마련 

일공이오
예비창업자
(홍** 등 4명)

독도를 활용한 캐릭터,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캐리컬처
개인사업자
(이** 등 3명)

예비 임차인이 집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이전 임차인의 리뷰 빅데이터 서비스

시상 내역

순서 지역 팀명 수상 내역

1 서울(성동구) 성수미술관 국토부장관상

2 전남(순천) 참새방앗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 서울(마포구) 티구시포(튀는애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상

4 전남(목포) 열정거북 협동조합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5 서울(중구) 스타트립(셀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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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도시재생 사례 탐방

지역 도시재생 센터 간 자원 연계

현장 조사

현장 조사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 탐방

지역 도시재생 센터 간 자원 연계

IR 역량 강화 코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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