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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소개

[강의1] 문화예술 기반 창업 사례 1  - 이다영 (비브뮤직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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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영아카데미 특별과정

교육과정 소개

[ 과정 개요 ]

[ 세부 프로그램 ]

· 과정명 : 문화예술 분야 창업가 대상 <문화예술 창업 사례>

· 일시 : 2018.   5.   31.   (목)    13:30~17:30

· 장소 : CKL기획센터(대학로) 컨퍼런스룸

- 접수 및 등록

- 프로그램 소개

- 음악 공연을 중계하는 새로운 플랫폼 계획

-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

- 예술을 소비 문화 속에 끼워 넣으려는 노력,

   오프라인 시장 진입

문화예술 기반 창업 사례 1 : 비브 뮤직

- 삼천원 서비스 소개

- 빠른 실행의 중요성

- 심리(멘탈)의 중요성

- 소비자 중심 사고의 중요성

문화예술 기반 창업 사례 2 : 노페땅

- 모모테이블 소개

- 그림화환 서비스 소개

- 서비스 기획 과정

- 문화예술기반 사업의 특성

문화예술 기반 창업 사례 3 : 모모테이블

13:00-13:30 (30m)

14:00-15:00 (60m)

15:10-16:10 (60m)

16:20-17:20 (60m)

15:00-15:10 (10m)

예술경영지원센터

이다영
(비브뮤직 공동 대표)

김민식
(노페땅 대표)

최샘터
(모모테이블 대표)

- 휴식 시간 -

16:10-16:20 (10m) - 휴식 시간 -

17:20-17:30 (10m) - 설문 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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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기반 창업 사례]

문화예술기반 창업 사례 1

비브 뮤직 :

비브뮤직 대표

이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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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페땅 대표

김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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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기반 창업 사례 2

노페땅 :

문화예술 분야 창업가 대상

[예술기반 창업 사례]























모모테이블 대표

최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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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창업가 대상

[예술기반 창업 사례]

문화예술기반 창업 사례 3

모모테이블 :



















예술경영아카데미 특별과정

기획·편집

원고 작성

발  행  일

발  행  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산업기반실 인력양성팀

이다영, 김민식, 최샘터

2018년 5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연건동) 홍익대학교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3층

TEL.   02-708-2249, 2211

Email.   academy@gokams.or.kr

문화예술 분야 창업가 대상

[예술기반 창업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