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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글로벌혁신생산기지’ 서울혁신파크에서전환도시

비전을함께실험하고실현해갈사회혁신활동단체의입주모집을공고하오

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9일

서울혁신센터장

1. 입주모집 개요

 목 적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시 비전과 연계된 다양한 사회혁신 분야 활동단체

입주모집 통해 사회문제 해결 실험공간으로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

¡ ‘전환도시 실험장’으로서 서울혁신파크 입주 활동단체 프로젝트 재구성

¡사회혁신의가치를확산하여시민체감도를높일수있는서울혁신파크과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춘 사회혁신 활동단체 모집

2020년 서울혁신파크 2차 입주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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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대상 공간
¡독립 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건물명 수 주요사항

미래청 33개 -지정·자유 주제

상상청 6개
-지정·자유 주제
-상상청 103호(식음료 판매 공간) / 지정 주제 : 미래 식문화
-상상청 212호 / 지정 주제 : 혁신단체 지원

참여동 3개 -지정·자유 주제

공유동 1개 -공유동 203호 / 지정 주제 : 도심형 대체이동 수단

목공동 1개 -단일 독립 건물 / 지정 주제 : 목공 메이커

계 44개

건물명 명칭 위치 형태 모집 분야

상상청 상상청코워킹스페이스 3층 자율좌석제 30인 자유·지정 주제

상상청 글로벌코워킹스페이스 2층 자율좌석제 30인
지정 주제 : 사회혁신 글로
벌 활동

※ 코워킹스페이스단체별최대상주인원은3인이하로제한하며, 4인이상경우독립사무실에입주신청을

해야함 / 입주 이후코워킹스페이스상주인원증원은단체별최대 3인 이하에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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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대상
¡모집 분야

※ 선정비율 : 지정주제 60% 이상선정원칙

구분 분야 내 용

지정
주제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19 시대 전후사회문화변동대응

자원순환 자원저이용, 재사용, 재활용통한순환경제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대체에너지전환실험

4차 산업기술 4차 산업기술접목사회문제해결

미래식문화 식문화와먹거리전환위한활동

전환도시라이프스타일 전환도시에서의일과생활, 문화 등라이프스타일실험

숲경제 도심녹지활용을통한지속가능프로젝트

혁신단체지원 사회혁신단체활동지원프로그램

전환도시은평 은평구지역문제해결을위한실험

도심형대체이동수단 도시교통문제해결을위한대체이동수단활용실험

목공메이커 목공을기반으로한생활및전문목공메이커활동

사회혁신연구·교육·출판 사회혁신관련연구, 교육 및출판활동제안

글로벌사회혁신 아시아, 유럽 등의글로벌사회혁신네트워크협력프로그램

자유
주제

사회문제해결을위한혁신적인해법관련자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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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환도시테스트베드서울혁신파크에서위제시된지정및자유주제관련사회문

제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커뮤니티, 개인

╺ ‘혁신파크문화헌장’ 4대 가치(공유/소통/존중/환경) 16개 실천항목에공감하

고 이에 기초하여 파크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커뮤니티, 개인

※컨소시엄 불가, 공간별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상 1개 단체 한정 입주,

입주 이후 공동사용허가, 제3자 전대 등 불가 (입주 이후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공동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신규 입주 공모에 지원해야 함)

¡신청제한 대상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체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체

╺소방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 준위험물, 특수

가연물 취급 업종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이 다량 발생하여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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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간 및 사용료․관리비

 공간별 사용료·관리비

¡독립 사무실 : 원/3.3㎡(1평) / 2020년 9월 기준

유형 협약기간 사용료/관리비

독립사무실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통해 1회 연장가능 (2년+1년)

계약면적 기준으로 매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 부과 : 계약면적은 건물
전용면적과공용면적의합계

코워킹스페이스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통해 1회 연장가능 (1년+1년)

상근인원 1인 기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연간사용료는선납원칙 / 관리비월납

※연사용료 2,000,000원 이상일경우이행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여분납가산이자포함 4회 분납가능

사용료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관리비는 서울혁신파크

시설관리총소요액의확정과관리면적및시설관리범위에따라변경될수있음

※상상청, 참여동, 공유동은냉·난방기등가스사용료별도부과

건물명 사용료/1년 관리비/1년 비고

미래청 518,000원 141,560원

상상청 885,300원 223,810원 가스사용료별도

참여동 766,100원 145,610원 가스사용료별도

공유동 447,100원 139,720원 가스사용료별도

목공동 1,580,000원 108,900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책정되며 협약

체결시개별공시지가반영으로변동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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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킹 스페이스 : 1인 / 2020년 9월 기준

¡사용요율 적용
╺재산가액(건물가액+토지가액) 5%를 연 사용료로 산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재산가액 1%를 연 사용료로 산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재산가액 1%를 연
사용료로 산출

※부처형사회적기업은재산가액 1%를적용하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의경우
재산가액의 5%를 적용

¡사용료 감면(사용요율 5% 적용 경우 한함)

╺ 30%감면
•서울시에주사무소를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근거한비영리단체의요건

을갖춘단체로서서울시로부터등록증을교부받은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제외)

•주된사업소가서울시에소재하고,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해

설립된단체로국세청(공익법인고시시스템 www.hometax.go.kr)에 고시된
공익단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에의거설립된사회적기업진흥원등공공기관으로

부터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 제3조제2호나목내지마목에따른사회적경

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외)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국제기구

╺ 20%감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2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건물명 명칭 위치 형태 사용료/1년 관리비/1년

상상청 상상청코워킹스페이스 3층 자율좌석제 448,000원 113,260원

상상청 글로벌코워킹스페이스 2층 자율좌석제 448,000원 113,260원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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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적용 예시

╺미래청 33㎡(10평) 개별 사무실 경우
(단위 : 원)

╺목공동 256.07㎡(77.46평) 경우
(단위 : 원)

단체형태 사용료/1년 관리비/1년 계

일반 5,018,000 1,418,000 6,433,500

중소기업(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20% 감면)

4,144,000 1,418,000 5,562,000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
(30% 감면)

3,626,000 1,418,000 5,044,000

서울시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용요율 1% 적용 / 80% 감면 효과)

1,003,600 1,418,000 2,421,600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용요율 1% 적용 / 80% 감면 효과)

1,003,600 1,418,000 2,421,600

※ 관리비는감면및요율적용대상아님.

단체형태 사용료/1년 관리비/1년 합계

일반 122,591,000 8,450,300 131,041,300

중소기업(7년 이내 중소기업), 벤쳐기업
(20% 감면)

98,072,400 8,450,300 106,522,700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
(30% 감면)

85,813,400 8,450,300 94,263,700

서울시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용요율 1% 적용 / 80% 감면 효과)

24,518,100 8,450,300 32,968,400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용요율 1% 적용 / 80% 감면 효과)

24,518,100 8,450,300 32,968,400

※ 관리비는감면및요율적용대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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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별 특성
¡독립사무실

¡코워킹 스페이스

건물명 명칭 위치 공간특성

상상청 상상청 코워킹 스페이스 3층 자율좌석제 / 기본 사무집기(책상/의자) 제공

상상청 글로벌 코워킹 스페이스 2층 자율좌석제 / 기본 사무집기(책상/의자) 제공

건물명 건축연도 냉난방기 관리비외 사무집기 기타

미래청 1989년
무

(입주단체
직접 설치)

없음 없음

-2019년 내진보강
공사및외벽공사시행
-2020년창호교체및
승강기교체공사시행

상상청
2017년
리모델링

유

가스
사용료
별도

기본 사무집기
(책상/의자)
제공 가능공유동 유

참여동
1965년완공
/ 리모델링

유 없음
3층 건물로
엘리베이터 없음

목공동
1962년완공
/ 리모델링

유 없음
목공장비 일부
서울혁신센터
자산 구비

1층 단층 단독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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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혁신파크 입주 활동단체 지원사항
¡국내 최대규모 사회혁신 인프라 지원

╺ 24시간 사용 가능한 업무공간

╺입주단체전용회의공간, 영상스튜디오, 사회혁신시민집현전, 다목적홀, 행사장,

홍보관, 전시체험공간 등 혁신활동 지원 공간

╺입주단체 전용 회의공간 외 미팅 라운지, 휴게공간 등 다수 공용공간

╺대규모 야외 행사공간 및 옥상, 사회혁신연수시설(50개 베드)

╺상품 및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메이커공간(팹랩)

╺입주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위한 팝업(pop-up) 스토어 운영

¡기 입주 250여개 혁신 단체와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및 해외기관

자원 연계 및 협업 기회 지원

╺파크얼라이언스, 협력그룹워크숍등혁신파크입주단체협업네트워크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혁신네트워크(전주, 춘천, 대전, 제주등),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서울

시 출연기관, 공사, 공단, 기업 등 총 52개 기관 참여) 등 연계 혁신활동 및

사업성장 지원

╺서울시사회혁신유관부서, 중간지원조직(사회적경제, 마을, 청년, NPO, 도시재

생 등) 정책연계 및 협력 프로그램 상시 운영

╺아시아, 유럽 등의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 협력 프로그램 연계

¡입주단체 및 기업 성장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외부 자원 연계 회계, 노무, 경영, 마케팅, IT 컨설팅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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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및 심사

 추진 일정

 세부 안내

¡모집 공고 : 9월 9일 (수) ∼ 9월 23일 (수) 15일 간

¡현장모집 설명회 : 9월 16일 (수) 10:00 / 13:00 / 15:00 / 17:00

╺장소 :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모두모임방(2)

╺코로나 19 상황대응으로각시간대별 10명미만(9명이하) 사전신청자대상

모집단계 일자(기간) 비고

모집 공고 9월 9일 (수) ∼ 9월 23일 (수)

현장 설명회 9월16일 (수) 10, 13, 15, 17시 사전 신청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 9월 18일 (금) 15시
서울혁신파크 페이스북
라이브

신청서류 접수 9월 21일 (월) ∼ 9월 23일 (수) 20:00 마감

서류 심사 9월 24일 (목) ∼ 25일 (금)

서류 심사 결과 발표 9월 26일 (토)
온라인 혁신파크
(홈페이지)

대면(영상) 심사 자료 제출 10월 12일 (월) 20:00 마감

대면(영상) 심사 10월13일(화)∼ 10월16일(금) 일정 개별 통보

선정 결과 발표 10월 19일 (월)
온라인 혁신파크
(홈페이지)

협약조건및입주일정협의 10월20일(화)∼ 10월30일(금) 일정 개별 통보

협약 체결 및 입주 협의에 따라 11월 1일 혹은 12월 1일 기준 협약 체결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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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이후 공간 탐방

╺ 사전 신청 링크 : http://bit.ly/입주모집설명회

¡온라인 모집 설명회 : 9월 18일 (금) 15:00

╺서울혁신파크 페이스북 채널 통해 라이브 송출, 페이스북 댓글 질의 접수 및

라이브 답변

¡신청서류접수 : 9월 21일 (월) ∼ 9월 23일 (수) 20:00까지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제출처

• innovator@innovationpark.kr

•s_innopark@naver.com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위 이메일 2곳으로 동시 제출

╺전자우편 제목 : [입주공모지원]_단체명_대표자명

╺첨부파일명

•신규 신청 : 01_신청서_단체명 / 02_제안서_단체명 / 03_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_단체명

•재입주신청 : 01_신청서_단체명 / 02_제안서_단체명 / 03_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_단체명 / 04_활동보고서_단체명

※모든제출서류는 1쪽보기가가능한 PDF 파일로제출 : 1쪽보기 PDF 파일이

아닌 경우 접수하지 않음

※재입주 신청 단체 : ① 서울혁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활동을 하다가

퇴거한 단체. ② 현재 협약 단체 중 2021년 4월 30일까지 협약 만료 예정

단체. ③ 현재사용하는공간부족으로추가공간확장을신청하고자하는단체.

¡서류 심사 결과 발표 : 9월 26일 (토)

╺온라인 혁신파크(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통해 공지하며, 별도 개별 연락을

하지 않음

╺대면(영상) 심사 방식, 일정, 제출 자료 등 공지

http://bit.ly/���ָ�������ȸ
mailto:co@innovationpar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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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영상) 심사 자료 제출 : 10월 12일 (월) 20:00

╺서류 심사 합격자 한정 대면(영상) 심사 자료 제출

╺코로나 19 상황에따라, ① 대면심사가가능할경우발표자료(PPT 파일등을

PDF로전환) 제출혹은② 대면심사가어려울경우발표자료(PPT 파일등을

PDF로 전환)와 발표자료에 기반한 7분 이내 발표 영상파일 제출

¡대면(영상) 심사 : 10월 13일 (화) ∼ 10월 16일 (금)

╺일정개별통보 : 정해진 심사 시간을신청단체의 일정에맞춰조정하지않음

¡선정 결과 발표 : 10월 19일 (월)

╺온라인 혁신파크(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통해 공지

¡협약 조건 및 입주 일정 협의 : 10월 20일 (화) ∼ 10월 30일 (금)

╺대면(영상) 심사 결과 최고점자부터 협약 조건 및 입주 일정 순차 협의

╺상근인원 규모, 공간상황, 제안내용에 따라 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

╺선정 결과 발표 대상자라 하더라도 협약 공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 협약을 체결하지 않음

 선정 후 추가 제출서류
¡단체 설립 증빙서류(법인등기등본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사회적기업혹은사회적협동조합 인증서, 서울시 혹은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감면관련증빙서류)

¡재무제표 및 고용직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법인(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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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심사 : 서류검토 및 심사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검토 및 제출서류 심사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풀(POOL)에서 심사위원 구성

╺선정단체 수 기준 3배 수 이내 선정

¡ 2차 심사 : 대면 혹은 영상 심사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코로나 19 상황에따라, ① 대면심사가가능할경우제출한발표자료에근거한

발표 및 질의응답 혹은 ② 대면심사가 어려울 경우 제출한 영상파일로 발표를

대신하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질의응답

╺서울혁신센터 선정위원회 풀(POOL)에서 심사위원 구성

※1차 심사 결과발표시 대면(영상) 심사 방식, 일정, 제출 자료 등공지 예정

¡심사 및 선정기준

구분
심사기준 선정기준

신규 재입주 신규 재입주

1차심사
(서류)

단체(활동)의혁신성(30)
사업계획의적정성(30)
혁신파크연계성(40)

기입주기간활동성과(50)
사업계획의적정성(20)
혁신파크연계성(30)

총점70점
이상

총점80점
이상

2차심사
(대면혹은영상)

문제해결방식의혁신성(30)
단체의핵심역량(20)
자원공유및협업계획(30)
사회적영향력및확장가능성(20)

총점80점
이상

총점8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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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주 공간 기본 정보

 독립 사무실 (면적 : ㎡)

연
번
건물명 호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총
면적

사용료/연 관리비/연 주제 비고

1 미래청 302 29.25 8.77 38.02 4,582,796 1,254,672 지정/자유 주제 공실

2 미래청 303A 70.37 21.1 91.47 11,125,347 3,018,51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1.01.20)

3 미래청 304 83.25 24.96 108.21 13,043,344 3,570,996 지정/자유 주제 공실

4 미래청 305 71.25 21.36 92.61 11,163,222 3,056,25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1.04.29)

5 미래청 310 138.9 41.65 180.55 21,762,408 5,958,09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30)

6 미래청 316 28.45 8.53 36.98 4,457,455 1,220,364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0.30)

7 미래청 318 26.71 8.01 34.72 4,184,837 1,145,724 지정/자유 주제 공실

8 미래청 319B 71.8 21.53 93.33 11,249,394 3,079,848 지정/자유 주제 공실

9 미래청 401E 10 3 13 1,566,768 428,952 지정/자유 주제 공실(공동사무실)

10 미래청 402 67.49 20.24 87.73 9,964,645 2,728,11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30)

11 미래청 403 63.6 19.07 82.67 9,693,594 2,653,908 지정/자유 주제 공실

12 미래청 404 61.87 18.55 80.42 10,373,571 2,840,076 지정/자유 주제 공실

13 미래청 405 66.21 19.85 86.06 14,346,895 3,927,888 지정/자유 주제 공실

14 미래청 406 23.4 7.02 30.42 3,666,237 1,003,740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16)

15 미래청 407 218.39 65.48 283.87 34,216,647 9,367,812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16)

16 미래청 408 44.57 13.36 57.93 6,983,085 1,911,828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16)

17 미래청 409 91.12 27.33 118.45 14,276,390 3,908,580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30)

18 미래청 411 91.57 27.46 119.03 15,263,347 4,178,79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16)

19 미래청 412 55.42 16.62 72.04 8,683,028 2,377,236 지정/자유 주제 공실

20 미래청 413 103.52 31.04 134.56 16,219,183 4,440,480 지정/자유 주제 공실

21 미래청 414C 36.26 10.87 47.13 5,681,101 1,555,368 지정/자유 주제 공실(공동사무실)

22 미래청 415 70.4 21.11 91.51 11,030,047 3,019,800 지정/자유 주제 공실

23 미래청 416 13.22 3.96 17.18 2,071,267 567,072 지정/자유 주제 공실

24 미래청 417 55.66 16.69 72.35 8,720,631 2,387,532 지정/자유 주제 공실

25 미래청 418 40.27 12.07 52.34 6,309,375 1,727,376 지정/자유 주제 공실

26 미래청 503 35.4 10.61 46.01 5,546,359 1,518,480 지정/자유 주제 공실

27 미래청 504 96.43 28.91 125.34 15,108,657 4,136,43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2.07)

28 미래청 510 73.34 21.99 95.33 11,490,677 3,145,908 지정/자유 주제 공실

29 미래청 511 79.5 23.84 103.34 12,455,806 3,410,148 지정/자유 주제 공실

30 미래청 604A 32.91 9.87 42.78 5,156,234 1,411,668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04; 공동사무실)

31 미래청 604C 10.86 3.26 14.12 1,701,510 465,840 지정/자유 주제 공실(공동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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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워킹 스페이스 (1인 기준 / 면적 : ㎡)

연번 건물명 코워킹스페이스명 전용면적 공용면적 총면적 비고

1 상상청 상상청 코워킹 스페이스 1.67 3.43 3.43 자율 좌석 30석

2 상상청 글로벌 코워킹 스페이스 1.67 3.43 3.43 자율 좌석 30석

연
번
건물명 호수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총
면적

사용료/연 관리비/연 주제 비고

32 미래청 604D 11.35 3.4 14.75 1,778,282 486,852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12; 공동사무실)

33 미래청 604E 15.26 4.58 19.84 2,390,888 654,576 지정/자유 주제 공실예정(2020.11.30)

34 상상청 103 59.27 62.54 121.81 15,900,352 4,019,772 지정 주제 : 미래 식문화 공실예정(2021.01.01)

35 상상청 212 8.15 8.6 16.75 2,186,399 552,744 지정 주제 : 혁신단체 지원 공실

36 상상청 305 26.1 27.54 53.64 7,001,842 1,770,132 지정/자유 주제 공실

37 상상청 306 26.1 27.54 53.64 7,001,842 1,770,132 지정/자유 주제 공실

38 상상청 402 56.59 59.71 116.30 15,181,388 3,838,007 지정/자유 주제 공실

39 상상청 418 86.35 91.12 177.47 23,165,098 5,856,369 지정/자유 주제 공실

40 참여동 207 46.06 15.53 61.59 10,692,600 2,032,356 지정/자유 주제 공실

41 참여동 303 80.34 27.08 107.42 18,650,532 3,544,932 지정/자유 주제 공실

42 참여동 103B 126.08 42.5 168.58 29,268,845 5,563,164 지정/자유 주제 공실

43 공유동 203 215.65 61.02 276.67 29,211,612 9,130,212 지정 주제 : 도심형 대체이동 수단 공실예정(2021.01.01)

44 목공동 101 256.07 0 256.07 122,590,525 8,450,316 지정 주제 : 목공 메이커 공실예정(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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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및 문의

 유의사항
¡서류제출 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서류는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서울혁신센터는필요시공모단체에추가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공모접수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사업신청과관련하여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기한내관련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입주신청 단체의 경우 재입주단체 활동보고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업심사와관련된사항은서울혁신센터의고유권한이며심사관련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입주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입주협약(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위반으로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공간은 별도 지정할 수 없으며(입주 희망 공간 지정은 가능), 선정 후

평가점수, 상근인원규모, 공간상황, 제안내용에따라센터와협의를통해결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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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서울혁신센터 공간기획팀 co@innovationpark.kr / 02-6365-6813

¡코로나 19 관련 단계별 조치에 따라 사전 방문 협의 없는 공간 방문 불가

¡문의전화가많은관계로가급적이메일문의를권장하며, 현장모집설명회(9월

16일수; 사전신청필수) 혹은온라인모집설명회(9월 18일금; 서울혁신파크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송출) 적극 활용

¡지원서류확인후 순차적으로접수완료확인메일을송부하오니, 서류 접수

확인 전화 문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서류

01_신청서 양식

02_제안서 양식

03_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04_활동보고서 양식(재입주 신청 단체 한정 필수 제출 서류)

05_서울혁신파크 문화헌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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