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안내문
m「리노베이션 스쿨」은, 인구 감소, 산업 쇠퇴, 청년 실업, 지역 공동체 붕괴 등 지역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에 잠들어 있는 빈 땅, 빈 건물, 공원, 도로와 같은 공간 자원
을 새롭게 활용하여 지역 전체를 되살리는 실천방법을 배우는 단기집중형 스쿨입니다.

m 리노베이션 스쿨 참가자들은 유닛이라 불리는 팀으로 뭉쳐, 유닛마스터인 한국‧일본의 전문가
들과 함께 유휴 공간을 대상으로 비지니스 플랜을 함께 기획합니다.

m 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은 부동산의 보는 관점을 바꿔, 개별 투자대상이 아닌 주변
과의 관계성과 시간의 가치를 담은 지역자원으로 봅니다. 스쿨에서는 이런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로컬 비즈니스 모델을 유닛 참가자와 함께 3박 4일동안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마지막 날 최종 발표회에서 건물주 분들과 일반 시민 앞에서 공개적
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m 제주원도심인 용담1동, 삼도2동 일원의 유휴공간의 가치와 매력 끌어낼 비지니스 모델을 기획
하고 함께 실천하는 건축, 부동산, 디자인, 미디어, 파이낸스,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
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 문의처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혁신팀 이경호 선임(064-710-1902/leekh@ccei.kr)

제2회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타임테이블(안)
시간

6.27(목)

6.28(금)

6.29(토)

6.30(일)

주요활동

오리엔테이션

대상지 조사 및 BM 설정

BM 설정

BM 발표

8:00
9:00

대상 건물 견학·

라이브 액트2

유닛워크

에리어 리서치 , 유닛워크

(09:00~10:00)

(09:00~12:00)

(9:00~16:00)
유닛워크

10:00

(10:00-16:00)
11:00
12:00

프리젠테이션 자료
제출 마감(12:00)
공개 프레젠테이션
(13:00~15:00)

13:00

14:00

클로징 액트

15:00

(15:00~15:30)

16:00

참가자 접수
(16:00~16:30)

쇼트 프레젠테이션
(16:00~17:30)

쇼트 프레젠테이션
(16:00~17:30)

라이브 액트1
(18:00~19:00)

라이브 액트3
(18:00~19:00)

유닛워크(19:00~22:00)

유닛워크(19:00~22:00)

폐교식
내빈인사, 기념촬영
(15:30~16:00)
클로징 파티
(16:00~18:00)

개교식 (16:30~16:40)
가이던스(16:40~17:00)
17:00

오프닝 액트 1
(17:00~19:00)

18:00

19:00

오프닝 파티
(19:30~21:00)

20:00
21:00
22:00

※
※
※
※

세부 일정·장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액트 : 국내외 지역혁신 관련 비즈니스 추진 사례 발표
유닛워크 : unit(팀)별 현장 탐방, 토론, 실습 등 각 유닛 마스터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운영
쇼트 프레젠테이션 : Unit(팀)별 논의된 비즈니스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 정리 발표,
유닛 마스터 피드백 진행
※ 공개 프레젠테이션 : unit(팀)별 최종 유휴공간 비즈니스 모델 발표, 지역주민 및 건물주 등 일반 공개 발표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