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MPUS SEOUL
ANNUAL IMPAC T REPORT 2015

Hello,
Since our launch in May 2015, Campus Seoul has been off to an incredible start. In just our
first six months, Campus grew into one of Korea’s most exciting startup hubs with more than
10,000 registered members and 50% of the Campus Seoul resident startups successfully
raising venture capital funding. Retrica, a camera app used everyday by tens of millions of users
from around the world, raised an impressive $6 million dollar in funding.
Programs@Campus
In 2015, we hosted nearly 100 mentoring sessions with Googlers and industry experts, covering
topics from marke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to tax issues. More than 800 entrepreneurs
benefitted from the mentoring sessions. If you haven’t taken advantage of these, we encourage
you to sign up on our website (www.campus.co/seoul) and join us for an upcoming program.
A highlight for our Talks@Campus program was the CONNECT conference in October 2015,
co-hosted by Campus Seoul and 500 Startups. As part of the event, Eric Schmidt personally
visited Campus Seoul to give an inspiring talk to local entrepreneurs.
Exciting Trends
Startups in Seoul have never had more opportunities to raise capital and make exits, which
contributes to a more dynamic and vibrant ecosystem. In 2015, venture capital investment and
the number of VC-backed startups were at their highest levels in the last decade. We are trying
hard to help resident startups and community members capitalize on these positive market
conditions and secure strategic funding.
Another important tech trend in Seoul is the rise of startups in Internet of Things, virtual
reality, and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Accio and Fluenty—both resident startups
at Campus Seoul—developed successful technologies in these spaces and have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The Year Ahead
2016 promises big things at Campus Seoul. While 2015 was all about launching and ushering in
pioneering programs, 2016 is about elevating Campus programs to the next level, holding more
impactful events, and creating a diverse startup ecosystem.
It’s our members who turn this space from just a building into a thriving community. From
sparking your next big idea, to introducing you to your next investor, client, or cofounder, we
hope you’ll make Campus your home for building something great.
Best,
Jeffrey Lim, Head of Campus Seoul
한국어는 11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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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PUS SEOUL IN 2015

A MODEL FOR THE WORLD
THE PRIMARY REASONS
MEMBERS SAY THEY WORK AT
(OR FOUNDED) A STARTUP

$9.6 MILLION IN FUNDING
RAISED AND 197 NEW JOBS
CREATED BY STARTUPS
AT CAMPUS SEOUL

1.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2. To try something different
3. To create a solution to a problem
4. To pursue my passion

THE TOP CHALLENGES FACING
FOUNDERS IN SEOUL

10,000+ MEMBERS
AT CAMPUS SEOUL

1. Raising financial capital

73 COUNTRIES

2. Hiring the right team

are represented at Campus Seoul

3. Acquiring customers/users

FOUNDERS IN SEOUL
SAY THESE HELPED THEM
SUCCEED

THE TOP REASONS OUR COMMUNIT Y
COMES TO CAMPUS

98 HOURS OF
MENTORING

conducted by Googlers for entrepreneurs

246 COMMUNIT YRUN EVENTS

49%
To attend programs
& events

15%
Campus Resident

1. Their prior experience

9%
Other

27%
Campus Cafe member

2. Their own network
3. Access to funding/capital

hosted at Campus Seoul

SOME OF THE TOP WORDS USED ABOUT THE CAMPUSES

29% OF CAMPUS
SEOUL’S MEMBERS
ARE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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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OF
STARTUPS AT
CAMPUS SEOUL

NET WORK
VIBRANT

GROWING

DIVERSE
GARDEN IN THE CIT Y

DRIVER

LIVELY

EVOLUTION

PL AYGROUND

DREAM

NEST FOR PASSIONATE BIRDS

have at least one female fo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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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PUS SEOUL
OVERVIEW

Almost two decades ago, Google began as a startup in a Silicon Valley
garage—those entrepreneurial roots are something we still hold dear
today. Times have changed since those early years, and we see now that
great companies are not being founded in isolated garages, but in thriving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The Google for Entrepreneurs team creates spaces called Campuses to
bring those communities together and to help entrepreneurs get access
to critical resources like mentorship, technical training, and a welcoming
community. At each Campus, founders from all walks of life work on
their big ideas in a collaborative environment. These same entrepreneurs
are building exceptional technologies, creating new jobs, strengthening
economies, and improving the web.
In 2012, Google opened the doors to our first Campus space: Campus
London. The success of the startup community there has paved the way
for more Campuses to open, including the launch of three new Campuses
in 2015.
TODAY, THE GLOBAL CAMPUS FAMILY INCLUDES:

OPENING WITH
A BANG!

Campus Seoul was honored when President Park Geun-Hye came to
inaugurate the space when it opened its doors in May 2015. “I am pleased
that Google opened the world’s third, and Asia’s first, Campus in Seoul,
and has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Korea’s developers and venture
companies,” Park said at the ceremony.
Campus Seoul specifically focuses on providing Korean entrepreneurs
with tremendous resources for turning ideas into local startups and helping
those new companies tap into overseas markets. Programs, events, and
educational offerings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help startups go global.

OPENING
E A RLY 2016!

Campuses are a critical component of the Google for Entrepreneurs
global network of tech hubs, startup communities, and local entrepreneur
resources. Since 2011, Google has provided financial support and logistical
resources to startup communities across more than 140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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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mpus is located in a 2,000-square-meter site in Seoul’s famous
Gangnam district. Campus Seoul is proud to be near so many hi-tech
company headquarters along Seoul’s “Tehran Boulevard”, a hotbed of
Korean innovation.
Campus Seoul is one of Google’s newest Campuses, but it’s already making
a major impact: the Campus Seoul community added nearly 200 jobs
in 2015, and raised more than $9 million dollars in investment. We’ve
also focused on making our community inclusive and diverse: 29% of
our members are women, and our community includes people from 73
countries. As a global hub, we have welcomed many entrepreneurs from
other Campuses and tech hubs from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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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PUS
PROGRA MS
& EVENTS

Our team of experts at Campus Seoul dedicate themselves to building
a thriving community for entrepreneurs of all kinds. The Campus team
runs premium programs and events designed to educate, inspire, and
connect entrepreneurs. We have it all—from design thinking workshops,
to networking events, to weekly mentorship sessions with Googlers, to
extended courses for mothers who want to start a company, to parties
celebrating recent founder successes. We are committed to doing
whatever we can to serve entrepreneurs from across Korea and around
the world.
6,554 people participated in Campus Seoul programs in 2015, and
globally, 18,000 people participated in Campus programs.
LEARN@CAMPUS
Practical classes to teach people how to turn their ideas into a thriving company.
From one-hour advanced workshops to 10-week pre-accelerator programs,
Campus Seoul runs all kinds of classes and trainings to teach people how to
turn their ideas into a thriving company.
Google for Nonprofits
This workshops taught nonprofit
staff beneficial tech skills that
they could use with and for their
organizations, including search
engine optimization and advanced
community mapping (via Google
Maps).

Campus for Moms
A baby-friendly startup school
for parents
Campus for Moms is the world’s
first baby-friendly startup school.
Through a multi-week program,
Campus help moms make progress
on their big ideas through courses,
mentoring and community events.

MENTORING@CAMPUS
Googlers and industry leaders share their expertise with founders.
Campus Seoul hosts Googlers and other industry experts to answer
questions and give feedback at weekly mentoring sessions.
In 2015, Campus Seoul hosted nearly 100 mentoring sessions with
Googlers and industry experts, covering topics from marke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to tax related issues. More than 800 entrepreneurs
benefitted from the mentoring sessions.
TALKS@CAMPUS
Premier founders, industry leaders and dreamers speak at Campus.
Campus Seoul brings premier speakers—including successful entrepreneurs,
industry leaders, venture capitalists, artists, and dreamers—to speak at
Campus and share their insight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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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Eric Schmidt (Executive Chairman of Alphabet) and Sundar Pichai
(CEO of Google) participated in fireside chats, passing along inspirational
messages to local entrepreneurs. Schmidt also answered crowd sourced
questions from the audience tuning in on a live stream.
CONNECT@CAMPUS
Opportunities for founders to make meaningful connections.
Campus Seoul bridges the gap between entrepreneurs and larger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and helps founders make meaningful
connections with their next business investor, co-founder, or recruit.
Campus Seoul helped startups to grow by hosting a regular startup
recruiting day event called START@STARTUPS every two months.
Campus Seoul hosted a panel on “Finding Your Path and Building Blocks
for Making a Great Career.” Moderator Jess Erickson (Director of
Marketing at 500 Startups) led a lively discussion with Christine Tsai
(Founding Partner at 500 Startups) and Sofia Benjumea (Head of Google
Campus Madrid).
Campus Exchange
Helping founders take their startups global
Campus Exchange is a week-long immersion program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startups, experts and new markets. In 2015, Campus Seoul
hosted six startups for a game-themed Exchange that provided a week long
immersion in the latest industry trends and technology. Topics covered
included gam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nd the game
startup ecosystem.

COMMUNIT Y-RUN EVENTS
Campus Seoul’s community event space is open to
anyone who wants to host a great event for the tech
startup community in Seoul. The event space is free to
use. Priority is given to events that are free, open, and
beneficial to the Campus community.

EVENT HIGHLIGHT: OUT OF INDEX
Out of Index, the experimental game festival, showcased
indie games from around the world at a Campus event that
was live streamed on the Twitch main page.

246 COMMUNIT Y-RUN
EVENTS

were hosted at Campus Seoul in 2015.

2,075 COMMUNIT Y-RUN
EVENTS
were hosted worldwide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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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AT CA MPUS
Like Lion runs an 81-day coding academy that allows students outside
of the computer science and computer engineering fields to learn web
development. The company is also working on an online programming
education platform that provides courses and resources to wider audiences.
“Like Lion grew from 180 students in 2014 to 500 students this
year thanks to Google and Campus Seoul. Like Lion isn’t just
about coding. It’s about entrepreneurship and people starting to
make something. Campus Seoul is really making all this happen
this year.”
— Duhee Lee, Founder, Like Lion
Babyfriends is a 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that brings young mothers
with babies of a similar age together to share advice and stories about
raising their children. The app aims to help create new connections for
moms who may feel Isolated from their current networks after childbirth.
Babyfriends was founded by Min Hee Ryu, who came up with the idea
after he and his wife suffered through difficulties and depression following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The startup successfully completed the
Campus for Moms program at Campus Seoul. Today, the app has had
nearly 500,000 installations on Google Play.

Wanted Lab is a social network-based recruitment service that helps
companies hire candidates who are verified by professionals in the same
field. The company currently has 30 business customers—including NHN,
Disney, and Coupang—and concentrates on recommending programmers.
Wanted has been at Campus Seoul since April 2015, and has raised
nearly $1.8M.
“Campus Seoul is always packed with the people who want to
change the world a better place. For us, Campus Seoul is the best
place to meet customers. We think Campus Seoul is door
to connect.”
— Bokkee Lee, CEO And CoFounder, Wante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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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START
SOMETHING

Campus is proud to be a home for entrepreneurs of all kinds in Seoul.
We’ll continue to provide deep resources—from workspace to community
to premium education—to help galvanize the innovation economy in
Korea. We’ll also be focusing on turning Campus into a regional hub for
entrepreneurs from all across Asia. We encourage you to come visit us and
meet some of our outstanding founders and see the incredible technology
they are building. As we always say, come start something!
For more information, or to become a member (for free!), visit
campus.co/seoul.
Find this and our other annual Campus reports at campus.co/impact.
/campusseoul

@campus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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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서울

2015 연간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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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서울을 아껴주시는 스타트업 관계자 여러분!

2015년은 캠퍼스 서울에게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작년 5월에 오픈한 이후, 입주사
공간을 운영해 주고 있는 마루180와 같은 훌륭한 파트너들과 국내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지원 덕분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오픈 이후 6개월 만에 1만명 이상이 멤버로 가입하였고, 한국의 중요한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하였습니다. 캠퍼스 서울에 입주해 있는 8개의 스타트업 중 절반은 국내 및 해외의 벤처투자자로부터
총 1백억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수천만의 사용자가 매일 사용하는
카메라 앱인 레트리카(Retrica)를 개발한 벤티케익은 600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트렌드
최근 스타트업들이 자본을 조달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벤처투자금액과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입주 스타트업 및 캠퍼스 멤버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시장의
변화 속에서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투자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주요한 트렌드는 사물 인터넷, 가상 현실 및 기계 학습 기술과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괄목할만한 증가입니다. 캠퍼스 서울의 입주 스타트업인 아씨오(Accio)와 플루언티
(Fluenty)는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캠퍼스 서울에서는 올해 마케팅, 지적 재산권, 회계 및 세무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구글 직원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멘토링 세션을 100회 이상 개최했으며, 800개 이상의 기업이 멘토링 세션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직 멘토링 세션에 참가하지 못하셨다면 캠퍼스 서울 웹사이트(www.campus.co/seoul)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서울에서 열린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10월에 개최되었던 3일간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커넥트
(CONNECT)였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캠퍼스 서울과 500스타트업이 공동 주최했으며,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Eric Schmidt) 회장이 직접 캠퍼스 서울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창업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2016년의 목표
2016년에도 캠퍼스 서울에 멋진 일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5년에는 런칭과 캠퍼스 프로그램
구축에 힘썼지만, 2016년에는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과 스타트업들에게 보다 큰 임팩트를 주는 이벤트,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원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서 활발한 커뮤니티로 바꾸는 주체는 바로 캠퍼스 서울의 멤버들입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투자자, 고객 및 공동 창업가를 찾는 데 이르기까지, 캠퍼스 서울이
스타트업의 성공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민 (Jeffrey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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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캠퍼스 서울

A MODEL FOR THE WORLD

입주사들이 2015년에 유치한 금액

112억 원

스타트업에 근무하거나
스타트업을 설립한 주요 이유는?

(9.6 백만 달러)

1.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2.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3.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4.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10,000+ 멤버

서울의 창업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73 캠퍼스 서울
멤버의 국적 수

1. 자본 조달
2. 팀 구성
3. 고객/사용자 획득

캠퍼스에 오는 주 요 이유는?
구글 직원 및 업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한

멘토링 세션 수 90

29%
캠퍼스 서울의
여성 멤버 비율

2015년에 캠퍼스 서울에서 개최한

커뮤니티
이벤트의 수 246

49%

서울의 창업가들이 말하는 ‘성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는?
15%

이벤트/프로그램

27%

캠퍼스 서울 연간보고서: 2015

2. 개인의 네트워크

9%

카페 이용

기타

47%

3. 벤처투자자/자본에 대한 액세스

커뮤니티가 뽑은 캠퍼스 연관 단어들

캠퍼스 서울의 스타트업 중

여성창업가가 있는
스타트업의 비율

네트워크
활기

성장
활기

도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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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경험

입주사

추진력
생기

진화
놀이터

꿈

열정적인 사람들의 둥지

3

캠퍼스 개요

약 20년 전에 실리콘 밸리의 한 차고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구글은 지금도 창업가
정신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으며, 오늘날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구석진 창고가 아닌 활발한 커뮤니티에서 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은 실리콘 밸리 밖에서 활발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의 창업가지원팀은 캠퍼스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창업가는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 배우고, 멘토링이나 기술 교육 등에
참가하며 멋진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가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인터넷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에 런던에서 최초의 캠퍼스를 연 이후에 많은 스타트업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세 개의 캠퍼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여섯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임팩트 가득한
오프닝!
2016년
1분기 예정!

캠퍼스는 기술 허브, 스타트업 커뮤니티, 현지 창업가들과 함께 구글 창업가
지원팀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구글은 2011년부터 140개
국가의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재정 및 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2015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박 대통령은 “구글에서 우리나라 개발자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 최초의 구글 캠퍼스 오픈을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특히 한국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소스를 제공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2,000제곱미터입니다. 테헤란로는
강남을 관통하며 이 지역에는 주변에 다수의 하이테크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여 ‘
테헤란 밸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게임 및 모바일에 관한 우수한 현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캠퍼스 서울은 이미 혁신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캠퍼스 서울에는 17개의 회의실, 무대가 있는 메인이벤트홀, 교육용 강의실,
개발자가 앱과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수 있는 디바이스랩,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마루180이 운영하는 입주사 공간이 있습니다. 캠퍼스 카페는
온라인으로 캠퍼스 서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창업가 및 예비 창업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타트업 커뮤니티는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서울 커뮤니티는 2015년에 거의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약
112억원 (약9백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덕분에 회원의 29%가
여성이며, 73개국에서 온 창업가들이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캠퍼스와 여러 도시에서 많은 창업가들이 캠퍼스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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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이벤트

CONNECT@CAMPUS

캠퍼스 서울의 전문가팀은 모든 분야의 창업가를 위한 활발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팀은 창업가를 교육하고, 영감을 주며,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캠퍼스
서울에서는 디자인 워크숍, 네트워킹 이벤트, 매주 구글 전문가 및 캠퍼스 멘토단과
함께하는 멘토링 세션, 엄마를 위한 캠퍼스 (Campus for Moms), 창업가의 성공을
축하하는 Thursday Exit Party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창업가에게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창업가와 대기업 및 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업가가
새로운 비즈니스 투자자, 공동창업가 또는 사원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캠퍼스 서울에서는 2개월마다 START@STARTUPS라는 스타트업 정기 채용
이벤트를 개최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10월에는 ‘멋진 커리어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패널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사회자 제스 에릭슨(Jess Erickson, 500스타트업의 마케팅 책임자)이 크리스틴
차이(Christine Tsai, 500스타트업의 설립 파트너)와 소피아 벤후메아 (Sofia
Benjumea, 캠퍼스 마드리드 총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 18,623명이 2015년 캠퍼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6,554명이 2015년 캠퍼스 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LEARN@CAMPUS

Campus Exchange

실용적인 수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번창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부터 10주 동안 이어지는 프리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캠퍼스 서울에서는 다양한 수업과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번창하는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글 비영리단체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워크숍에서는
검색엔진 최적화 및 구글 지도를
활용한 고급 커뮤니티 지도만들기
등 비영리단체 직원이 소속 단체에서
그리고 소속 단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창업가를 도와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캠퍼스 익스체인지(Campus Exchange)는 1주일간 진행되는 집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전문가, 새로운 시장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동안 여러 세션에서 특정 산업 분야의 전 세계 스타트업이 캠퍼스
한곳에 모여 제품을 개선하고, 투자유치를 준비하며, 잠재 고객을 만납니다.

엄마를 위한 캠퍼스
아기가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 학교
엄마를 위한 캠퍼스(Campus for Moms)
은 캠퍼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기와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 교실입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엄마,
아빠가 수업, 멘토링,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멋진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1월에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지에서 게임 관련 6개 스타트업이 캠퍼스
서울을 방문하여 최신 산업 동향과 기술에 관한 일주일간의 집중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게임 개발과 마케팅, 게임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MENTORING@CAMPUS
구글 전문가와 업계 리더가 전문 지식을 창업가들과 공유합니다.
구글과 업계 전문가를 주간 멘토링 세션에 초대하여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이벤트

캠퍼스 서울에서는 2015년에 마케팅, 지적 재산권, 세금 등을 주제로 100회 이상
멘토링 세션을 개최했으며, 800개 이상의 창업가들이 참가했습니다.

TALKS@CAMPUS
최고의 창업가, 업계 리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공한 창업가, 업계 리더, 벤처 투자자, 예술가 등 최고의 연설자를 캠퍼스에
초대하여 이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눕니다.

2015년 10월에는 핀다(Finda)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혜민이 사회자로 나선
간담회 (fireside chat)에 알파벳(구글의 지주회사)의 회장인 에릭 슈미트가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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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서울의 커뮤니티 이벤트 공간은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위해 멋진 이벤트를 개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공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며 무료로 개방되는 이벤트에
공간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015년 캠퍼스 서울에서 개최된
커뮤니티 이벤트

246

OUT OF INDEX

실험적 게임 페스티벌인 Out of Index에서는 캠퍼스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를 통해 우수한 인디 게임을 선보였으며, 트위치
(Twitch) 메인 페이지에서 라이브 스트리밍되었습니다.

2015년 전 세계 캠퍼스에서 개최된
커뮤니티 이벤트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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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서울 성공
스토리
멋쟁이 사자처럼은 전산 또는 컴퓨터 공학 분야가 전공이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웹 개발을 가르치는 81일짜리 코딩 아카데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래밍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구글과 캠퍼스 서울 덕분에 2014년에 학생 180
명에서 2015년에는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멋쟁이 사자처럼은
코딩 뿐만 아니라 창업가 정신과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정신을
추구합니다. 캠퍼스 서울 덕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두희, 멋쟁이 사자차럼 창업자

베이비프렌즈는 아기를 가진 부모를 위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아기 엄마 아빠가 모여 자녀 양육에 관한
조언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이 앱의 목적은 출산 후 기존 네트워크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엄마에게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베이비프렌즈의 창업가 류민희 대표는 첫 아이 출산 후 아내와 함께 어려움과
우울감을 겪은 후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한국 캠퍼스에서
개최한 엄마를 위한 캠퍼스(Campus for Moms)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베이비프렌즈 앱의 설치 수는 거의 50만 건에 달합니다.

원티드랩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 채용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같은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증받은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NHN, Disney, 쿠팡 등 30개의 기업 고객이 있으며, 프로그래머 추천이 주력
분야입니다. 원티드랩은 2015년 4월에 캠퍼스 서울에 입주하였으며, 2015년에
유망한 벤처투자자들러부터 약 180만 달러를 투자받았습니다.

“캠퍼스 서울은 더 멋진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저희에게 캠퍼스 서울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캠퍼스 서울이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해 주니까요.”
— 이복기, 원티드랩 CEO 및 공동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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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서울에서
시작해 보세요

캠퍼스 서울은 혁신을 만드는 창업가를 위한 공간입니다. 캠퍼스 서울은 업무공간,
차별화된 창업교육에 이르는 수준 있는 리소스를 제공하여 한국의 혁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캠퍼스 서울을 방문하여 능력 있는 창업가들을 만나고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멋진 기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캠퍼스 서울에서
시작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멤버 가입을 하시려면 웹사이트 campus.co/seoul을
방문하세요.

campus.co/impact 에서 이 보고서를 비롯한 기타 연례 캠퍼스 보고서를
확인해 보세요.

/campusseoul

@campus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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