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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중심, 
디캠프를 소개합니다

안전한 곳이 있어야 모험도 가능합니다.

산악인들은 쉼 없이 등정하지 않습니다. 

베이스캠프를 세우고, 등반과 복귀를 반복하며 

차근차근 정상으로 나아갑니다. 

베이스캠프가 곧 다음을 위한 쉼터인 셈입니다.

디캠프는 스타트업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Secure Base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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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 디캠프

디캠프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 창업 생태계 허브로, 2013년 3월,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적극 응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미래를 이끌 초기 스타트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안정적인 오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이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 및 사업 파트너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가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캠프는 실행하는 용기, 실패와 실수를 격려합니다.

도전을 응원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합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2012년 5월, 국내 

19개 주요 금융 기관이 

8,45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디캠프 소개

MISSION
연결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이끌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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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타트업에게 
열려 있는 베이스캠프

디캠프에는 집중 근무를 위한 오피스, 회의나 미팅을 위한 비즈니스 라운지, 행사 
및 세미나가 진행되는 다목적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주사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스타트업 오피스

CONFERENCE
다목적홀, 세미나실

OFFICE AREA
스타트업 업무 공간

REFRESH AREA 
커뮤니티 라운지

INVESTMENT PARTNERS 
파트너사 오피스

WELFARE BENEFITS
리셉션, 카페

OFFICE AREA
스타트업 업무 공간1F

2F

3F

4F

5F

6F

D · CAMP 선릉 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51 새롬빌딩 1-6층

이용 시간 평일 09:00-22:00 / 토요일 09:00-18:00
스타트업 업무 공간은 24시간 오픈됩니다.

디캠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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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소개

4층 커뮤니티 라운지

4층 커뮤니티 라운지 (엔터룸)

6층 다목적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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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1

디캠프가 운영하는 
혁신 성장 1번지

2020년 7월, 디캠프가 더 많은 혁신 창업가를 응원하기 위해 새롭게 오픈한 
공간입니다. 민간 투자 파트너사들과 함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지원 센터로 13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편안한 업무 환경을 위해 복지 공간과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론트원 소개

FRONT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이용 시간 평일 09:00-22:00 / 토요일 09:00-18:00
스타트업 업무 공간은 24시간 오픈됩니다.

20F
19F

5F
4F

3F
B1F

18F
17F
16F

15F
14F
13F
12F

11F

다목적홀, 옥상정원
커뮤니티 라운지  
카페, GX룸, 샤워&수면실

박병원홀,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프론트원 라운지
식당, 편의시설

디캠프 / FRONT1 운영본부
디캠프 / 캡스톤파트너스
디캠프 / 프라이머 / 
UNIDO ITPO KOREA
디캠프 / 롯데벤처스
디캠프 /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NEST
신한퓨처스랩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

ZONE

ZONE

ZONE

ZONE

3

2

1

4
OFFICE AREA 
& 
INVESTMENT 
PARTNERS
스타트업 업무 공간 & 
파트너사 오피스

STARTUP 
SUPPORT
개방형 창업 지원 
플랫폼

NETWORKING
네트워킹 공간

WELFARE
BENEFITS
복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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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소개

5층 박병원홀

3층 프론트원 라운지

18층 스타트업 업무 공간



은행권청년재단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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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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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데뷔
D·DAY

입주·성장 프로그램

스케일업

비즈니스 전 과정을 고려해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꿈을 향한 모든 여정의 순간에 
함께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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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대외 협력 프로그램

IF 페스티벌

네트워크 확장

대중과의 만남

모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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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데모데이 
DㆍDAY

2013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데모데이로, 잠재력 높은 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뷔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업종, 연차, 국적, 성별에 관계 
없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면 최대 3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디캠프 및 프론트원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소개

92회

489개

6,000개

16,116명

개최 

본선 진출 기업

지원한 기업 

참여한 투자사 및 청중

스타트업 데뷔

(2021년 12월 기준)



13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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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ㆍ성장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스케일업

입주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네트워킹, 경영 교육, 인재 채용 등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578회

282회

2,312명

10,475명

오피스아워 개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오피스아워 참가자

교육 및 세미나 참가자



15

프로그램

교육ㆍ세미나

전문가 멘토링

시즌별로 선정된 멘토가 진행하는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사례 공유와 토론을 통해 창업자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서로의 도전을 응원하는 소중한 동료를 이어 드립니다.

투자, 홍보, 법률, 기술, 인사, 글로벌 진출 등 각 분야 최고의 멘토를 만나 

고민을 해소하고, 사업의 방향성과 성장을 위한 조언을 통해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SALON

OFFICE HOURS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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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디캠프 패밀리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과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니다.

선배 창업자를 모시고 이들의 성장 이야기, 성장통을 이겨낸 노하우, 실패한 경험 등을 듣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교환합니다.

MEET-UP
패밀리사 커뮤니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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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인재 채용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 개발자, 

시니어급 경력자, 글로벌 인재 등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을 연결해 줍니다.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법률, 노무, 세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창업가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마인드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MATCH

PROFESSIONAL 
CONSULTATION

스타트업 채용 지원 프로그램

전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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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협력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네트워크 확장

국내외 우수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스타트업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 고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스타트업과 구직자를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및 기관 협력
유명 벤처캐피탈, 기업, 기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에게 

사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43개
협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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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글로벌 협력 
해외 각국의 기업청, 벤처캐피탈 등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스타트업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스타트업 니즈 기반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준비부터 전 과정을 동행합니다.

교육기관 협력
마포구청, 강남구청, 삼성멀티캠퍼스, SK플래닛T아카데미 등과 협력하여, 

스타트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1회 31개

약 600명

협력 프로그램 협력 기관

프로그램 참가자

* 스타트업 104개사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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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거리 축제
IF 페스티벌

프로그램 소개

대중과의 만남

스타트업이 직접 거리로 나서 대중과 소통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고객 참여형 이벤트와 체험존, 홍보 부스 운영으로 스타트업과 
대중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 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과 강남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6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국내 대표 스타트업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5회

469,647명

447개
개최 

방문객

참여 기업

(2021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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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IF2021 SPACE IF

IF 2020 강남

IF 2019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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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ㆍ CAMP 10주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 2022년 5월 24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디캠프 대표 프로그램인 디데이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돌아보는 사진전과 새단장을 마친 디캠프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디캠프 임직원 사진

디캠프 X 플래텀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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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캠프 10주년

디캠프 새로운 브랜드 공개

재단 10주년 공식 행사

재단 10주년 공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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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캠프는 다양한 직ㆍ간접 투자로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공을 돕습니다

직접 투자

투자 기업의 7년 간 성장 지표*

투자 현황

* (2015-2021년) 총 114개 기업의 투자 시점 대비 2021년 기준 기업가치, 매출액, 고용 인원 변화를 추정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성장 자본을 투자합니다. 디데이(DㆍDAY)에 출전한 기업과 테크 기업은 
직접 투자 팀의 검토 후 최대 3억 원을 투자 받을 수 있습니다.

144개 186억 원 5,235억 원

투자 진행 기업 투자 금액 후속 투자 유치

기업 가치 상승 매출액 증가 직원 수 증가

+2   1,131
억 원

투자 시점 2021년

+2,058
명

투자 시점 2021년

+2,244
억 원

투자 시점 2021년

(2021년 12월 기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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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펀드

투자 현황

간접 투자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도록 펀드 존속 기간을 최장 

13년으로 설정하고, 동일 기업 

재투자를 허용한 펀드입니다.

디캠프 및 파트너사를 통해 

프론트원에 입주한 기업과 

프론트원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합니다.

주요 은행과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하고 한국성장금융이 

운용하는 모자형 펀드로,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합니다.

더 많은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 유치 및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펀드를 직접 조성하거나 다양한 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며 
간접 투자를 진행합니다.

26개 7,513억 원5,235억 원 5,560억 원

12조 8,997억 원

펀드 수

전체 펀드 규모

펀드 약정 금액 누적 납입 금액

은행권 
스타트업 
동행펀드

프론트원
펀드

핀테크
혁신펀드

(2021년 12월 기준)

투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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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안내

디캠프와 프론트원에서
꿈의 크기를 키울 창업가를 
기다립니다
디캠프와 프론트원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쾌적한 업무 공간, 투자, 성장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디데이(DㆍDAY)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최종 발표 팀으로 선정되면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입주를 신청하면 아래 조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입주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년입니다.

디캠프

입주 후 1년 이내에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

인원 10명 이하의 기업
(입주 기간 내 20명 초과 시 졸업)

· 전 좌석 개방형 오피스로 운영 
· 관리비 없음

6개월 
(중간 심사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인원 25명 이하의 기업
(입주 기간 내 40명 초과 시 졸업)

· 개방형·독립형 오피스 운영 
· 1인당 관리비 월 5만 원 (부가세 별도) 
· 파트너사 입주 공간은 별도 선발 진행

대상

특이사항

입주 기간

프론트원

입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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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캠프 대표 패밀리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출연 금융 기관

(누적 패밀리사 230개, 2021년 12월 기준)



SNS

facebook.com/dcamp.kr 

Instagram.com/dcamp_official

blog.naver.com/dcampdev

youtube.com/dcampkor

디캠프 유튜브 
보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