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기록원

편의시설

서울혁신파크
가이드맵

· 창문카페(미래청 1F)

· 협동상회(미래청 1F)

· 곳간상회(미래청 2F)

·  모두의카페  

(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1F)

·  카페 클림트(서울기록원 2F)

·  채식카페 달냥(상상청 1F)

·  비전화카페(파크 정문 부근)

음료·식사

· 두레생협(미래청 1F)

· 다목적홀 활력(미래청 1F)

· 스페이스류(미래청 1F)

· 오픈스페이스(미래청 2F)

· 별별모임방(미래청 2F)

시민 이용 공간

화장실(비장애인용)

화장실(장애인 겸용)

ATM

우체국

휴게공간

공유주방

수유방

생활협동조합

수도시설

작업실

의원

공유창고

정문

쪽문

쪽문

쪽문

목공동

연수동

예술동

보안실

주차장

홍보관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예정)

SeMA 창고

차 없는 거리

녹번파출소

같이가게

혁신광장

피아노숲

제작동

· 서울이노베이션팹랩 (1F)

· 적정기술랩 (2F)

후문

녹번역, 홍제동 방면

구기터널 방면

재생동

맛동

청년청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극장동

미래청

· 서울혁신센터 (2F)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F)

· 서울시청년허브 (1F)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F)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6F)

·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5F)

상상청

공유동

·  크리킨디센터 (3~6F)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6F)

연결동

2번출구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WIFI

ID InnovationPark
PW innovationpark

서울혁신파크 내 건물 및 시설물은 혁신가들의 

사무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으므로 방문 시 소음 발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화카페

참여동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F)

· 비전화공방서울 (1F)

· 건강혁신살림의원 (1F)

· 서울시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2F)



서울혁신파크

200% 즐기기

서울혁신파크는 혁신가와 시민 누구에게나 녈린 공간을 지향합니다. 다양한 테마로 

조성된 서울혁신파크의 공간을 거닐며 일상 속의 색다른 페이지를 만나보세요.

※  일부 공간은 행사 및 교육 일정 등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민개방공간 공간소개 시민 자유공간(단, 일부공간 대관 시, 행사운영 장소 활용)

이용방법 이용료 무료

운영시간 6~24시(일·공휴일 휴관)

문 의 미래청 1층 :  창문카페(청년허브 02-351-4196), 스페이스류(사경센터 02-353-3553)

 미래청 2층 : 오픈스페이스, 별별모임방(서울혁신센터 02-389-7512)

 상상청 1층 : 로비(서울혁신센터 070-4285-3983)

홍보관 공간소개 시민과 파크의 만남의 장소

이용방법 파크 브로슈어와 가이드맵 제공 및 시민 대상 파크 소개

운영시간 9~18시(월~금요일)

맛동 공간소개  먹거리 혁신 프로젝트 진행. ‘서울시식생활종합지원센터’ 운영

이용방법 네이버 ‘맛동 가나다밥상’ 검색. 사전 예약 위주

운영시간 매월 운영일 변동. 주로 점심시간(11:00~13:00) 운영

이용요금 프로그램 별 상이

문 의 070-4285-3981

공간소개 회원제 공용 목공방. ‘마을공방 사이’ 운영

이용방법 월회원 가입, 시간대별 클래스 수강 or 자유이용. 페이스북 ‘마을공방 사이’

운영시간 매월 클래스별 운영 시간 상이

문 의 마을공방 사이 010-4109-0042 / saii@saii.kr

목공동

공간소개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을 위한 공간. 공유가게 ‘모두의 샵’ 운영

이용방법 운영기간 내 이용 

운영시간 9~18시(일·공휴일 휴관)

문 의 금자동이 02-6365-6820

재생동

공간소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분관으로 다양한 예술 작품 전시

이용방법 전시 일정은 세마창고 검색. 운영기간 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운영시간 SeMA 창고 전시 일정 시

문 의 서울시립미술관 SeMA 창고 담당 02-2124-8879

SeMA 창고

공간소개 제작동 1층. 기술기반 사회혁신 실험실. 3D 프린터, 디지털제작장비 등

이용방법 사전프로젝트 계획안 제출 후 협의

운영시간 매월 클래스별 운영 시간 상이. 오픈데이 매주 금 10~18시

문 의 02-6365-6835

서울이노베이션팹랩

특성화공간

시민공간(야외공간) 공간소개 혁신광장, 피아노숲, 차없는거리, 상상청 앞마당, 공유동 앞마당, 야외시설물

운영시간 3~11월 10~20시(일·월·공휴일 휴관)

문 의 서울혁신파크 시민공원담당(02-6365-6813)

미래청 1층 공간소개  다목적홀 활력(청년허브), 스페이스류(사경센터)

운영시간 10~22시(일·공휴일 휴관)

문 의 청년허브(02-351-4196), 사경센터(070-7873-1435)

미래청 2층 공간소개  모두모임방 1/2, 오픈스페이스

운영시간 9~22시(월~목), 9~17시(금,토), (일·공휴일 휴관)

문 의 서울혁신파크 대관담당(gong@innovationpark.kr)

상상청 공간소개  1층 전시체험공간

운영시간 9~22시(월~목), 9~17시(금,토), (일·공휴일 휴관)

문 의 서울혁신파크 대관담당(gong@innovationpark.kr)

공유동&연결동 공간소개 느티나무홀(연결동 2층), 다목적홀(공유동 2층)

운영시간 9~22시(월~목), 9~17시(금,토), (일·공휴일 휴관)

문 의 서울혁신파크 대관담당(gong@innovationpark.kr)

옥상공유지 공간소개  미래청2층·5층, 연결동3층, 상상청4층A·4층B·5층, 연수동4층, 공유동6층

운영시간 9~22시(일·공휴일 휴관)

문 의 서울혁신파크 열린옥상(rooftopstation8@gmail.com)

대관공간 대관신청  서울혁신파크 홈페이지 – 대관(시민혁신가로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포털사이트 연동가입 시 대관예약불가. 이용요금 유료(공간별 상이)

식음료공간 · 미래청 1층  창문카페(서울시청년허브 방면), 협동상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면)

   ※  카페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점심시간 운영 안 함 

(창문카페 12~13시, 협동상회 11~12시) 

· 미래청 2층 곳간(2층 엘리베이터 옆)  · 피아노숲 길보드커피(푸드트럭) 

· 상상청 1층 채식카페 달냥 · 서울기록원 카페 클림트(화~일 10~17시) 

· 정문 인근 비전화카페(수~토 11~17시) · 50+ 서부캠퍼스 1층       모두의카페

장애인편의시설 · 화장실  상상청 전층, 공유동 전층, 미래청 1층(중앙로비, 청년허브 앞),

   제작동 1층, 맛동 1층, 청년청 1층, 극장동 1층, 참여동 1층,  

50+서부캠퍼스 1층, 서울기록원 1층

· 엘리베이터  미래청, 상상청, 공유동, 연수동, 연결동

· 장애인 주차공간 미래청 앞, 공유동 앞 

문화·편의시설 · 문화공간   상상청 1층 : 이야기 꾼의 책공연(연극), 상상청 5층 : 아트업서울(전시·워크숍)

· 우체국  녹번동우편취급국(정문 쪽 / 피아노숲 맞은편)

· 의료시설  건강혁신살림의원(참여동 1층) · 두레생협 미래청 1층 로비

· 야외수도  피아노숲과 혁신광장 사이 · ATM 미래청 1층 정문

· 공유수면실   미래청 1층 서울시청년허브 앞,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앞

· 여성휴게실 및 수유방    미래청 2층 오픈스페이스 내 모두모임방 2 맞은 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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