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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여가문화시장 속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

”



시장의 성장세 시장의 향후 전망

<2016, 2018 국민여가총조사 재구성>

5.0 5.3 13.6 15.1 71.3 78.3

2016 2018 2016 2018 2016 2018

평균여가시간(시간) 평균여가비지출(원) 문화행사관람률(%)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및 정착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 등 정부의 의지

개인적 가치를 중시 여기는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구매력을 갖기 시작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기업 내에서도 복리후생, 팀워크 강화의 수단으로
주목하면서 새로운 시장 형성 중

1. 여가문화시장은 성장 中



여가 문화의 지역별 격차 여가 문화의 소득별 격차

서울과 기타 지역의 프로그램 수

약 6.8배의 격차

8개 경쟁사 1,200여개 프로그램 중

문화시설 개소수&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 수

편중된 인프라

소득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

2. 시장이 성장하면서 벌어지는 지역별, 소득별 격차



여가 문화의 지역별 격차 여가 문화의 소득별 격차

서울과 기타 지역의 프로그램 수

약 6.8배의 격차

8개 경쟁사 1,200여개 프로그램 중

문화시설 개소수&
공공기관 문화프로그램 수

편중된 인프라

소득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남

사회 구성원 간 향유하는 여가·문화의 격차는
경험의 격차를 만들고,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영구적으로 고착화 시킨다.

김세훈 외 4명(2006). 「문화양극화 대응 중기 계획 연구」. pp.12~15.

3. 소셜미션(1)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사회 구성원 간 향유하는 여가·문화의 격차는 경험의 격차를 만들고,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영구적으로 고착화 시킨다.

문화여가향유의 지역적, 소득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Our social mission

3. 소셜미션(2) – 선언문



4. 해결책

지역 시민(수요자)

지역 예술인(공급자)

저소득층(소외계층)

피드백 데이터를 통한
경영, 홍보, 콘텐츠 컨설팅

다양한 가격, 시간, 장르의
콘텐츠 정보 제공

지역 내 에서
프로그램 소비

10명당 1명의
쿠폰 발행

일반인들과 함께
콘텐츠 소비

지역 예술인 발굴,
콘텐츠 등록

지역격차
해소

소득격차
해소

Our solution



5. 주요 사업

지역특성화 문화 콘텐츠 개발 워크숍

박싱데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빌딩 솔루션

삐클래스



6. 박싱데이란? (1) – Bussiness model

지역 시민(수요자)지역 예술인(공급자)

문화재단 등 기관

용역계약

약 4달간의 지역 특성화 콘텐츠 개발 워크숍

모집 학습 콘텐츠
개발

유통 피드백

지역특성화 문화 콘텐츠 개발 워크숍

박싱데이



7. 삐클래스란? (1) – Bussiness model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빌딩 솔루션

삐클래스

지역 예술인(공급자)

임대주택운영,
회사, 비영리조직 등

저소득층(소외계층)

파트너십

용역계약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 빌딩

욕구조사
프로그램
기획&섭외

진행&
관리



업체 실적

연혁

2019.06. 부천단비기업 최우수상

2019.07. 법인 설립

2019.08. LH소셜벤처지원사업 선정

2019.12. 누적매출 6,000만원 달성

2020.02 서울시립대 창업경진대회 2위 수상

2020.06 누적매출 1억원 달성

2020.09 누적매출 1억 5천 달성

일반현황 제안 관련 실적

2019. 08. 
국토교통부청년인턴 미디어워크숍 대행용역

2019. 10.
부천노동영화제 전체 홍보대행

2019. 12.
도시재생청년혁신스타 엑셀러레이팅
수도권, 기타권역 대행 용역

2020.03.
부천청년주택 입주자프로그램 1년 계약

2020. 05.
부천산업진흥원 주최 지역 예술인 역량강화
워크숍 진행

2020. 09
2020부천청년주간 대행용역 진행

2020. 09
제 7회 부천노동영화제 전체 홍보대행

상호 주식회사 비슷

설립년도 2019.07.02

대표이사 김현석

팀 구성
기획&편집 2인
디자이너 1인
개발자 1인

전년도 매출액 68,581,740원 (2019)

사업분야
중개서비스 플랫폼 운영
디자인, 영상 등 콘텐츠 제작
행사 기획 및 대행(워크숍 등)

8. 업체 실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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