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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항목 개요 

0. 조사대상기관 기본정보(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세부항목 : 단체명, 대표자명, 입주시기(최초 협약일자), 활동분야, 기업유형, 작성자, 
작성자 연락처, 제출일자

1. 사업 성과 : 주요사업 내역 

¡세부항목 : 사업명(주요성과 한줄 설명 병기), 사업 수행기간, 협력기관, (자체평가) 
우수사업, 파크 공간/시설 활용 여부, 입주단체 협력여부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언론보도 이력

¡세부항목 :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보도매체명), 출처(웹사이트 주소)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수상 이력

¡세부항목 :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출처(웹사이트 주소)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협력기관 목록

¡세부항목 : 기관명(파크 내외, 네트워크 포함 보유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채널) 

5. 활동 자체평가 : 사회혁신 활동 및 사업 (5점 척도)

연번 항목 내용

5-1. 사업 성장도 파크 입주이후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5-2. 파크 활용도 파크 공간/시설을 얼마나 활용했는가?

5-3. 자원 공유도 보유한 유·무형 자원을 타 입주단체와 얼마나 공유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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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주 만족도 : 파크 유·무형 자원 활용 서비스 (5점 척도) 

7. 입주 혜택 :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 (항목별 1점, 중복 선택 가능, 합계최고점 

114점 기준) 

5-4. 입주단체 협업도 타 입주단체와 얼마나 협업/사업을 했는가?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
‘서울혁신파크 공유와 협력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서울혁신센
터 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얼마나 되는가?

5-6. 사회적 영향력
(귀 기관의) 사회혁신 가치실현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번 항목 내용

6-1. 파크 공간/시설 만족도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는 어떠한가?(대관 포함) 

6-2. 입주단체 사업협력 기회 타 입주단체와 사업협력 기회가 얼마나 있었나?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도

사회혁신활동 집적단지이자 플랫폼인 서울혁신파크 입주를 통
해, 이전보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사업기회를 얼마나 얻을 수 
있었나? 

6-4.
파크 홍보채널 통한 사업
홍보 기회

서울혁신파크 공식홍보채널(서울혁신센터 운영)을 통해 사업 
홍보기회가 확장되었나?

6-5.
입주단체 활동지원서비스 
총평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민간위탁기관)의 입주단체 활동지
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연번 항목 내용

7-1. 입주자체로 도움받음
파크 입주로 인한 기반조성 및 사업성장 기회 (사업장주소
지 파크 이전한 경우 포함, 특별 혜택유무와 상관없음)

7-2.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법/제도상 기업유형별 운영비 절감 혜택 

7-3. 공간 접근성 용이 사업장 운영상의 이점 (역세권, 직주근접 등) 

7-4. 무료 대관공간 입주단체 멤버십 혜택 (회의실 등 대관공간) 

7-5. 기타 다양한 무료 공용공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공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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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 발전운영방향과 과제 중요도 (5점 척도) 

7-6. 다양한 유무형 자원 활용
다양한 입주단체, 메이커 지원공간(특성화 공간),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7-7. 입주단체 협력네트워크 확장
타 입주단체와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신규 기회 및 협력네트
워크 확장 

7-8. 파크 인지도 및 영향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기반으로 사업 홍보 
및 기회 확대

7-9. 파크 공유/협력 문화
서울혁신파크 운영 및 혁신활동의 기본가치인 공유와 
협력문화

7-10. 서울혁신센터 지원 서비스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파크 공간/시설 운영, 입주단체 및 혁신활동 협력지원 서비스 
일체 

7-11. 서울혁신센터 주관 사업 참여
서울혁신센터 주관 사업에 참여/협력 경험 (행사, 공모사
업, 지원사업 포함)

7-12. 기타 (직접 기입 : 상기 항목 이외 건, 기타 의견) 

연번 항목 내용

8-1. 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파크의 영향력 및 네트워크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대,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8-2.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사회혁신 활동을 위한 인프라/시스템 구축, 서비스 지원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8-3.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
화

사회혁신가 발굴, 협업, 홍보, 네트워크 등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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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혁신활동 홍보  :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한 내용 

¡세부항목 : 사업명(또는 활동명), 운영시기(년도), 주요 내용(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해
당내용 참고용)   

10. 기타 : 제안 사항 (파크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언, 서울혁신센터 요청사항 

등 포함) 

8-4. 파크 공간 활성화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입주자 및 시민의 혁신활동 지원 확대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8-5.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사회혁신활동의 시민 공감·이해·참여 기회제공과 사회적 영향
력 확산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5

Ⅱ. 조사 결과 (원본)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6

2015001_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단체명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대표자명 이 병 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4.24

단체 웹사이트 kpia.re.kr 제출일자 2020.03.1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 창 한
작성자 
연락처

02-383-3457
작성자
이메일

kpolanyiasia@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 ‘거대한 전환’
과 현대의 위기들

2017.10.
12. 
~10.14.

칼폴라니정치경제
연구소(캐나다), 서
울특별시

O참가자 총 400여명
- 발표 : 50명
- 사전등록 : 171명
- 현장등록 : 179명

2

제 1회 글로벌 커먼즈 포럼 

2019.10.
02.

P2P Foundation, 
서울특별시

O O
* 커먼즈 주제별 3개 세션 운영 
- 국내외 연사(해외 7명, 국내 4명), 사례 
발표 및  참가자와의 토론
- 200여명 참여

3
홍기빈의 ‘이야기로 풀어보는 거대한 전환‘ 2016.03.

15. ~
2018.07.
16.

- O
팟캐스트 방송 (1,818명 구독)

4

지식공유지대 개설 및 운영

http://www.ecommons.or.kr/ 
2018.0
3.~ 현
재.

서울특별시 Oe-북 17권을 포함 100여개의 콘텐츠 생산 

및 공유 (향후 국내저자 e-북 10권 및 번역서 

2권 추가 업로드 예정)

5

『커먼즈 경제에서의 가치 문제』,  『도시 커
먼즈로의 이행을 통하여 사회를 바꾼다』, 
『공생을 위한 커먼즈 경제와 한국의 커머
너』 출간

2020.0
1.31.

P2P Foundation, 
서울특별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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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관련 도서 3종 출간, 시민 대상 무료 

배포

6 

 다큐멘터리 ‘다행이네요’ 상영회 및 감독
과의 대화 

2019.09.
05.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O O O* 김송미 감독, 홍동우 괜찮아 마을 대표 
초청, 관객과의 대화
- 100여 명 참석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칼폴라니연구소, 사회적경제 포럼 10월 2일 열어 2019.09.3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
hp?no=2019093017254686091

2 칼폴라니연구소, 글로벌 커먼즈 포럼 2019.09.26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
ociety/society_general/5705.ht
ml

3
칼폴라니연구소 주최 '1회 글로벌 커먼즈 포럼' 
10월 2일 커먼즈 포럼 한국서 열린다

2019.09.19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no=257719&utm_sourc
e=naver&utm_medium=search

4
[원희복의 인물탐구] 정태인 “민중이 원하면 무조건 쓰고 
말해야”

2018.06.2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8
06231513001&code=940100

5
'망리단길' 부동산 가치는 원래 누구 몫일까? 
['커먼스' 시대가 온다] 홍기빈, 박형준 '지식공유지대 이
커먼스' 준비위원 대담

2018.02.28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
article/?no=187488

6
“한계 다다른 동아시아 수출주도 성장체제…내수중심 거
대한 전환을” 12일 칼폴라니국제학회 컨퍼런스
우니 히로유키 일본 교토대 교수

2017.10.1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
omy/economy_general/814400.
html

7
“환경 재앙·전방위적인 자유무역협정…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끝 다다랐다” 서울서 ‘칼폴라니국제학회’ 딸 
레빗 교수 기조 강연

2017.10.1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7
10122136005&code=960201

8
[인터뷰+]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새로운 형
태의 경제를 모색해야"

2017.10.04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
w/20171004000652

9
제14회 칼폴라니국제학회, 10월 12일부터 사흘간 서울
서 개최

2017.08.24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
cleView.html?idxno=33901

10 전주시, '칼폴라니 사회적경제' 강좌 운영 2016.08.24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
ews/4644741

11
“돈 보다 사람 챙기는 사회적 경제가 시장 빈 틈 메울 
것”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 이끄는 마거릿 멘델 교수 
인터뷰

2016.05.01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
1044119

12 폴라니 전도사의 ‘복음’을 들으라 2015.07.21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
rticleView.html?idxno=23947

13
“기본소득, 시민을 살아 있게 할 대안” 협동사회주의 주장
한 칼 폴라니의 딸 캐리 폴라니 레빗 방한

2015-04-28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econo
my/economy_general/39412.ht
ml

14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아시아 최초 서울 개소 2015.04.25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
w&entry_id=123852

15 폴라니-레빗 "한국서도 급속한 산업화의 폐해 나타나" 2015-04-24 연합뉴스
https://news.mt.co.kr/mtview.ph
p?no=201909301725468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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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P2P Foundation 
M i c h e l 
Bauwens

https://p2pfoundation.net/

2 서울연구원 서왕진 www.si.re.kr 

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

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박원순, 김정율 https://www.gsef-net.org/

5 전환사회연구소 박형준 https://transition.or.kr/

6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https://www.facebook.com/icoopinsti
tute

7 녹색전환연구소 김종철 http://www.igt.or.kr/

8 괜찮아마을 홍동우 https://dontworryvillage.com/

9 지역재단 박경 http://www.krdf.or.kr/

10 사람숲협동조합 김효준 https://cafe.naver.com/hufocoo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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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위 ‘1. 사업 성과’들 모두 해당함)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10

2015002_서울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단체명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자명 이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7.02

단체 웹사이트
solarcoop.kr

facebook.com/solarcoop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규
작성자 
연락처

1661-0857
02-355-0855
02-383-0855

작성자
이메일

ensys@hanmail.net, 
solarcoop@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 주 단 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2014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 
616가구

2014.05~1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O  O 

2 2014년 상원초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 2014.11~12 서울시 교육청 O O O

3
2015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 
1,753가구

2015.05~1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O O

4

2016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 
3,174가구 2016.05~11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교육청 

O O O

인헌고등학교 옥상 태양광 설치

5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2017년 : 1,364가구 
2018년 : 4,473가구 
2019년 : 2,569가구 

2017~2019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교육청

O O O

중화고등학교 옥상 태양광설치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태양광 사업의 미래 2018. 04. 프레시안 -

2 9시뉴스 : 미니태양광 업체 순방 2019.10. TV 조선 -

3 9시 뉴스 : 태양광의 현실과 미래 2019.11. TV 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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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altenergylab.co.kr

2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handz.or.kr

3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최우진 energywelfare.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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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4-5-2-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에너지 자립 운동 2018~2019
혁신파크 내 입주 기업은 자신이 사용한 전
기는 스스로 만들어 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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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3_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단체명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유일세무회계사무소 맑은)

대표자명 이상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 제출일자 2020.02.2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진태
작성자 
연락처

02-6384-4531
작성자
이메일

caver123@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작당프로젝트

2016.09~12 노무법인의연 O OStart-up 혁신조직을 위한 경영관
리 지원서비스 플랫폼 ‘노세’ 설계

2

혁신와이파이

2016.09~12 노무법인의연 O OStart-up 혁신조직을 위한 경영관
리 지원서비스 플랫폼 ‘노세’ 설계

3
모두의 CAMPUS 

2018.09~12 - O
경영지원사업 –세무 회계지원 

4
혁신와이파이 

2019.09~12 - O
경영지원사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 이상근 대표간
사

2017.06.2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
ngo/800551.html#csidx875f90681
81c280b4c4d501ea667893 

2
‘공익회계사 네트워크 맑은’ 이상근 대표간
사

2017.06.02 뉴스줌
http://m.news.zum.com/articles/38
804392

3
시민사회 명령을 받들자!! "공익회계사 네
트워크 맑은" 대표로 뽑혀 -이상근 회계사

2017.09.01 한국인권신문 http://www.committee.co.kr/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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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교육청, '청렴종합대책위원회' 출범 2015.08.2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85
35051

5
서울시교육청, 민간 전문기관에 공익제보 
창구 운영

2015.08.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
15082705930000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시 NPO지원센터: 정란아 http://snpo.kr/npo_about.php#member

2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center-purpose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https://civilnet.net

4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
dex.action

5 서울시 박원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

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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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③,②,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16

2015004_난민인권센터
 

단체명 난민인권센터 대표자명 김규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nancen.org

facebook.com/nancen.org
twitter.com/refucente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연주
작성자 
연락처

02-712-0620
작성자
이메일

refucenter@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한국사회와 난민인권>기획 포럼

2 0 1 7 . 0 6 . 
22.~12.19 

서울시 O O 

난민인권에 관한 연속시민참여 포럼
(강좌) 기획
※ 서울시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사업으
로 후원받아 난민인권센터 단독 주관으
로 진행

2

난민법 개악반대 캠페인
2 0 1 9 . 0 3 . 
~12.

후원 : 인권재단 사
람

O O O시민 참여 난민법 개악반대 서명운동 
등 진행

3

난민 상담 및 조력

상시 진행 중

협력 : 난민인권네
트워크, 로펌공익
네트워크 등 연대
체

O O난민 전화 및 방문상담, 법률 및 생활조
력, 인권침해사안 개입, 제도개선 등 진
행

4

난민영화제 2009~현재
(매년 6월 세
계난민의날 
진행) 

공동주최 : 난민인
권네트워크

O
O

세계난민의 날 기념 난민영화제 등 시민 
캠페인 진행

5

난민활동가 트레이닝교육

2019.12.03
피스모모, 전쟁없
는 세상

O O O난민인권 활동가 트레이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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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면접 진술 허위로 기록돼 난민 심사 탈락”…
난민 피해자들 집단 증언
인권운동가가 위장취업자로…조작된 법무
부의 ‘난민 면접’
"면접 서류 허위 작성...난민 심사 탈락"

2019.06.18.

한겨레,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코리아헤럴드, 한
국경제, KBS, YTN 
등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898371.html
https://mn.kbs.co.kr/news/view.do
?ncd=4224107

https://www.ytn.co.kr/_ln/0103_20
1906182237334854

2
난민인권센터, 통역 오류 피해 사건 인권위
에 진정

2018.07.17.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
=0923981633#RedyAi

3
난민인권네트워크, 인천공항서 난민신청자
들 인권 침해 주장 2019. 06. 2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
ociety_general/898670.html#csidxf
b948eb1834da86bc3f4c832a5f995f 

4
‘난민 강제퇴거’ 남발한 출입국, 법원 “행정권 
남용”

2019. 12. 13.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54
336.html

5 "대통령, 난민 지원 확대 약속 지켜야" 2018. 06. 20.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
rticleView.html?idxno=21825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2015.12.10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
단법인 동천

http://www.bkl.or.kr/bb
s/board.php?bo_table=
B13_1&wr_id=211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인권재단 사람 김영 http://www.hrfund.or.kr/

2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의장)
https://www.facebook.com/KoreaRefugeeRig
htsNetwork/

3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
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
kr/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김영순, 김호철, 박래군, 
박명애, 이종걸, 정혜실

https://equalityact.kr/ 

5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http://www.bkl.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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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

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안전한 공간 제공, 난민 길 안내 등 친절한 정보제공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 3, 2, 5, 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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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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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5_노무법인 의연

단체명 노무법인 의연 대표자명 박윤섭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eylabor.net 제출일자 2020.03.1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재훈
작성자 
연락처

070-8666-0022
작성자
이메일

parkjh@eylabor.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혁신파크 공모지원사업
2015.12.01~
2016.04.01

서울혁신센터 O O O
QnA 게시판 운영 : 노무상담 진행

2

서울혁신센터 혁신프로그램 공
모지원사업 : 작당시작 프로젝트 2016.06.01~

10.31
서울혁신센터 O O O

연구보고서 제출, 노무교육 2회 
진행

3

혁신 WIFI(노무∙인사 관리)
2017.11.29~
12.22

서울혁신센터 O O O인사노무컨설팅 9개소 진행, 성
희롱예방교육 2회 진행

4

모두의 캠퍼스(노무∙인사 관리)

2018.09.03~
12.14

서울혁신센터 O O O인사노무현황점검 5개소 진행, 
인사노무교육 2회 진행, 인사노
무컨설팅 6개소 진행

5

2019 혁신와이파이(노무∙인사 
관리)

2017.11.29~
12.22

서울혁신센터 O O O인사노무교육 2회 진행, 인사노
무 상담 7개소 진행, 인사노무컨
설팅 4개소 진행

6

고령자친화기업 경영관리지원
2015.08.01~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O상시상담, 컨설팅, QnA게시판
매뉴얼 제작 등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1

7
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2015.08.01~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O
사회적기업 컨설팅 4개소 진행

8

(예비)사회적기업 기초컨설팅
2015.08.01~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O(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 102개
소 진행

9
사회적기업 통합컨설팅 2017.04.01~

현재
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O
통합컨설팅 5개소 진행

10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 운
영 용역(인사노무분야) 2018.04.01~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O
상시상담, 현장코칭, 게시판 운영, 
사례관리 tool 제작 등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부 일자리, 일인가 복지인가 2019.12.09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
omy_general/47963.html

2
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
2018.08.21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
180821000523

3
성남 일하는 학교, '청년알바호구탈출' 

프로그램 시작
2016.09.06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
ew.html?mod=news&act=articleView&id
xno=123380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언더독스 김정헌 underdogs.co.kr

2 티팟 남정 tpot.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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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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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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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6_시소

단체명 시소 대표자명 김명은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playseesaw.kr

facebook.com/playseesawkr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명은
김유순

작성자 
연락처

010-3263-0891
작성자
이메일

hello@playseesaw.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 력 하 여 
수행한 사
업

1

삼기초등학교 ‘학교 숲 놀이터만들기‘ 리서치 
진행 

2019.12.02.~
12.30

곡성군 ‘삼기초등학교’
협력사: 적정기술공방

1. 삼기초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놀고 싶은, 
머물고 싶은 공간탐색을 위한 리서치 진행 
2. 교내 화단 및 공간 재 형성을 위한 
  ‘호빗놀이터’디자인 제안

2

크리킨디센터 ‘숨통트이는미래’ - ‘아보리스
트’ 2019.12.16.~

12.20
주최: 크리킨디센터 O O O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Arborist직업을 
알리고 체험활동을 진행함

3

전체사업명: 곡성 숲 프로그램기획 및 진행
세부사업명: 
1. 반구정 트리클라이밍
2. 숲 알렉산더테크닉
3. 오리엔티어링
4. 오리엔티어링미니대회

2019. 05.17 ~ 
2019.11.30

주최: 곡성군
협력사: ㈜그린아워 (오
리엔티어링프로그램), 
㈜감성붓다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BICPG (아카이빙), 
파이연구소 (알렉산더
테크닉 프로그램) 

O O

1. 곡성군내 미개발 장소 발굴
2.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기획
3. 군내 외 다양한 연령의 참가자에게 새로운 
숲 프로그램 제공
3. 곡성군 홍보 효과

4
‘숲 가꾸기’ 행사 초대

2019.11.13 산림청
매년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숲 가꾸기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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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아 시소기업을 소개하고 과거, 현재 산
림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형성

5

2019 사회혁신오픈테이블 <공원에서 만난 
혁신가> ‘숲에서 발견한 사회혁신‘ -시소 대표 
김명은 ’왜? 도시, 숲, 공원 일까?‘발제 2019.10.30 서울혁신센터 O O

도심속 숲에서 활동하는 시소의 이야기와 그 
이유

6

서울국유림관리소 MOU체결

2019.10.28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O국유림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

7

국민대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시소의 창업이야기’특강

2019.10.11
국민대학교‘산림환경시
스템학과’시소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창업이야기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

8

2019 로컬라이프 랩 시즌2  - ‘옥상에서놀다’

2019.08.~1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 적정기술공방

O O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옥상공간을 기반으로 
놀이터 설치 및 서울시민 및 은평구주민에게 
오픈

9

JAMBO 6 – ‘Recreational Tree Climbing’ 
section 진행

2019.07.12.~
14

국외기업: Treestuff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서 매년열리는 
트리클라이밍 챔피언쉽 JAMBO주최기업 
Treestuff기업의 제안을 통해 트리클라이밍
세션 진행

10

2019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효율
화 프로젝트‘

2019.06.~11. 주최: 서울시 O O O

1. 피아노 숲 수목상태 VTA(Visual Tree 
Assessment,육안교목평가)측정

2. 국제아보리스트 기술교류(대만, 미국) -피
아노숲 수목관리 작업진행

3. 미국연사초청국제VTA워크숍진행(서울
시민,관련학과전공자,서울시국유림사무
소등 참여) 국내 새로운 나무평가방법 알림

4. 활동 공유회를 통한 사업공유
5. 국내 학생 및 성인대상 아보리스트 직업설

명회
- 대만아보리스트 초청 및 진행
6. 사업진행결과 온라인 공유를 통한 알림

11

2019 서울혁신파크 야외 공간 활성화 프로그
램 ‘상상 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 ‘팝업 놀이터‘

2019.06.~10. 주최: 서울혁신센터 O O1. 서울혁신파크 ‘피아노 숲’ 내 밧줄놀이터를 
설치하고 시민과 공유하함. 
2. 밧줄 그네만들기 강좌를 통해 놀이터의 일
부를 참가자와 함께 완성함
3.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진행

12
2019 수원시 평생학습관 ‘활짝여는날’ - ‘모두
의 놀이터’

2019.06.15 수원시 평생학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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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관 내 숲의 나무를 활용한 밧줄놀이터 
설치 및 운영

13

생명의 숲 ‘공존 숲 캠프’
- 트리클라이밍

2019.05.25.~
05.26

주최: 생명의 숲
유한킴벌리야생동물 서식지 보전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사람, 숲, 동물이 공존하는 프로그램으로 ‘트리
클라이밍’ 진행

14

숲 프로그램의 중요성 ‘곡성에서 숲 교육을 
찾다’ 발제 2019.05.17.,0

5.31
곡성군청, 미래혁신과 O

곡성군 관계자,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숲 프로그램의 중요성 강의

15

서울혁신파크 ‘해피 핏 인 데이(Happy Fit In 
Day)’- ‘㈜시소 김명은’ 발제

2019.04.25 서울혁신파크 O1. ㈜시소 김명은 대표, 한사람의 혁신가로, 
기업가로의 과정을 공유했던 시간. 
2. 외부기업, 비영리재단, 대학, 사회적기업과 
내부기관 및 입주단체 등 참여

16

대구 꿈 드림 ‘학교 밖 아이들’ - 트리클라이밍

2019.04.17
대구광역시 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

O서울혁신파크 ‘상상청’ 뒷산에서 트리클라이
밍 직업체험 강의진행

17

은평구 제3 청년위원정책네트워크 - 김명은
대표 2019.03.12.~

2019.04.12.1(
1년간)

은평구 O
매달 은평구 청년위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네
트워킹. 지역정책논의

18

서울혁신파크 조경관리자문위원회 - 김명은 
대표

2019.03.~현
재

서울시 O O O서울혁신파크에 조성되는 조경부분 자문으로 
사람과 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 
및 자문

19

고달초등학교 ‘화단 놀이터 만들기’ 리서치

2019.03월
곡성군
고달초등학교
협력사: 적정기술공방

O O

1. 고달초등학교 화단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기초적 단계로 기존의 바라보는 화단에서 놀 
수 있는 놀고 싶은 화단을 위한 학생대상 리서
치 진행. 디자인 제안.
2. 디자인의 일부반영 공사완료
3. 이후 화단놀이터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놀이
가 꾸준히 진행

20

청년이 나무에 오르는 이유 _ 시소이야기 강의

2019.01.16 산림일자리발전소
1. 그루매니저 양성과정 내 초청기업으로 강의
2. 시소의 철학을 공유했던 시간

21

2018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귀산촌 특화

2018.4~12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나는조합육성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22 ‘조이올팍페스티벌‘ - 팝업 밧줄놀이터 
2018.9.15.~1
6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KSPO&CO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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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현장 내 팝업 밧줄놀이터 기획, 설치, 
운영

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MSTORM

23

2018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프로그램
‘상상플레이그라운드 만들기’ - 시소 숲속 밧
줄 상상놀이터 만들기

2018.09.01.~
11.30

서울혁신센터
협업: BI CPG

O O
1. 자연에서 밧줄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터

를 시민들이 직접 상상청 뒷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워크샵 진행 

2. 참여자이 자발적으로 밧줄과 나무를 활

용한 놀이공간을 구상하고 설치함

24
밧줄 놀이터만들기

2018.06~10 오디세이학교 O O
밧줄 놀이터만들기 강의진행

25

2018 문화비축기지 봄, 여름, 공원 여가 프로
그램 ‘생태 생활 문화 프로그램’
- 시소 트리 클라이밍 2018.05~08 문화비축기지

서울시민 대상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 진행

2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가족문화축제 ‘How Fun 
4’ 아시아 숲, 꽃을 피우다
- ‘놀다’ 2018.05.05.~

07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협력: 적정기술공방

O

적정기술공방과의 협업 파렛트 리사이클 밧
줄놀이터 브랜드 ‘놀다’ 기획, 설치, 진행

27

구례 ‘지리산달리기‘ - 트리클라이밍

2018.03.31

주최: 지리산씨협동조합
굿러너컴퍼니
후원: 구례군청, 구례농
협,참거래농민장터, 마
산면청년회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되는 마라톤의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트리클라이밍 
체험 진행

28

2017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예술 
교육 국제포럼  ‘놀이가 교육이다’  - 아보리스
트의 기술로 놀이를 만들다‘ 2017.11.22

광주아시아문화전당
(ACC) 아시아문화원

O

‘아보리스트의 기술로 놀이를 만들다‘ 주제로 
발제

29

‘기술로 놀이하다‘ - ’아보리스트의 기술로 놀
이를 만들다‘ 발제 2017.12.15

협력: 적정기술공방
협력: 서울혁신파크

O O

놀이를 주제로 포럼진행

30

오디세이학교 혁신파크 연계수업

2017.8~9
오디세이학교
서울혁신파크
적정기술공방

O O밧줄과 파레트를 이용해 고등학생과 함께 만
드는 놀이터

31

제12회 시흥 ‘갯골축제’ - 진화하는 기술놀이
터’놀다‘ 2017.09.22.~

24

주최: 시흥시
주관: 시흥갯골축제추진
위원회
협업: 적정기술공방

O
적정기술공방과의 협업 파렛트 리사이클 밧
줄놀이터 브랜드 ‘놀다’ 기획, 설치, 진행

32
커리어위크 

2017.07 하자센터 O O
팀빌딩 프로그램 진행

33 몸놀이 워크숍 ‘외모왜머’ 강의 2017.02 여성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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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대상 밧줄 몸놀이 팀 빌딩 워크숍 
강의진행

34
춘천별빛센터 ‘000놀이터’

2016.10~12
강원창조경제 춘천별빛
센터
협업: 적정기술공방

O
학생들과 함께 놀이터를 구상 제작함

35
어린이 놀이터 워크숍

2016.08 티팟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의견 설문

36
청년혁신활동가 - 시소 팀 빌딩 프로그램 2016.4~2017

.4(1년간)
청년허브 O O

청년혁신 활동가 팀빌딩 워크숍 진행

37

2016,2017 서울혁신파크 ‘반짝 놀이터’ - ‘팝
업 어드벤쳐’ 기획, 설치, 운영 2 0 1 6 . 0 5 , 

2017.05

서울혁신파크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서울시

O O O
어린이날 팝업 어드벤쳐 밧줄놀이터 프로그
램 기획, 설치, 운영

38
토요문화학교‘놀이한마당’ - 팝업 놀이터

2016.10
경기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팝업 밧줄놀이터 기획, 설치, 운영

39

2016, 2017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잔치’ 
- ‘흔들흔들 밧줄놀이터’

2016.09.24., 
2017.05.20

2016년
주최: 서울시, 유니세프
공동주관: (사)놀이하는
사람들, 팝업플레이서울

2017년
주최: 안산시, unicef
공동주관: 경기도교육
청, (사)놀이하는사람들, 
아름다운배움, 팝업플레
이서울

O

어린이날 행사로 공원 내 팝업 밧줄놀이터 
기획, 설치, 운영

40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 팝업 밧줄놀이터

2016.10.01.~
10.09

어린이대공원, 서울시설
공단, 아름다운가계, 유
니세프,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playmobil, aenda 공원 내 팝업 밧줄놀이터 기획, 설치, 운영

41
서울시 ‘북 페스티벌’ - 팝업 책 놀이터

2015.11.01
서울시
협업: 히든북

O O
팝업 책 놀이터 기획 운영

42

밧줄놀이터, 밧줄놀이, 트리클라이밍 프로그
램

2015.08.~11. 서울혁신파크 O O O
매달 한번씩 시민들에게 무료로 오픈하는 팝
업 형태의 놀이터 기획, 설치, 진행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활용 사회적기업 
육성

2019.10.29 서울일보
http://www.seoulilbo.com/news/arti
cleView.html?idxno=391486

2
곡성 꿈놀자학교, 숲모험놀이 트리클라이밍 
호응 속에 종료

2019.09.10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2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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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곡성꿈놀자학교, 숲모험놀이 트리클라이밍 호
응

2019.09.09
아시아뉴스통

신
https://www.anewsa.com/detail.php
?number=1962525&thread=09r02

4
곡성꿈놀자학교, 숲모험놀이 트리클라이밍 큰 
호응

2019.09.09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
62097

5
곡성꿈놀자학교, 7월 6일부터 '트리 클라이밍' 
시작

2019.06.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RPR2019
0618008400353?section=search

6 곡성꿈놀자학교, 트리클라이밍 참가자 모집 2019.06.18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
View.html?idxno=642642

7
나무에 올라 힐링을…곡성 석곡 반구정서 '트리
클라이밍'

2019.06.1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648

765

8
곡성꿈놀자학교, 내달 6일부터 트리클라이밍 
시작

2019.06.18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
w/20190618000573

9
곡성꿈놀자학교, 7월6일부터 트리클라이밍 시
작

2019.06.18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

rticle/?no=463993

10
곡성꿈놀자학교, 내달 6일부터 트리클라이밍 
시작

2019.06.18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
w.php?key=20190619010007036

11
곡성꿈놀자학교, 7월 6일부터 트리클라이밍 시
작

2019.06.18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

37613

12
곡성군, 꿈 놀자 학교 내달 6일부터 트리클라
이밍 시행

2019.06.18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

html?idxno=613703

13
곡성꿈놀자학교, 7월 6일부터 트리클라이밍 
시작

2019.06.19 시민의소리
http://www.siminsori.com/news/artic

leView.html?idxno=212343

14
곡성, 내달 6일 ‘트리클라이밍’ 시작 
석곡반구정습지…자연 교감 레포츠 선착순 모
집

2019.06.19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
d=1560936023473936008

15
곡성군 곡성꿈놀자학교. 7월 6일부터 트리
클라이밍 시작

2019.06.19 시사매거진
http://www.sisamagazine.co.kr/news

/articleView.html?idxno=206852

16
임진원,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지
정

2018.12.17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
ew.html?idxno=494600

17
한국임업진흥원, 2018년 제3차 산림형 예비 
사회적기업 14개소 신규 지정

2018.12.16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
rticleView.html?idxno=19393

18 <꿈을 job아라> 수목관리전문가, 아보리스트 2018.10.29 EBSNEWS
http://news.ebs.co.kr/ebsnews/allVie
w/10975087/H#none

19
경기도교육청, 20일 안산호수공원에서 ‘깔깔 
바깥놀이잔치’

2017.05.18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
1OFYYBRYAI

20
경기도교육청, 안산호수공원에서 ‘깔깔 
바깥놀이잔치’ 개최

2017.05.19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
ews&act=articleView&idxno=11667
22 

21
유니세프 '깔깔 바깥놀이 잔치'_24일 서울시와 
공동 개최 

2016.09.21
아트코리아방

송
http://www.artkoreatv.com/news/art
icleView.html?idxno=33175

22
[혁신의 꿈터를 찾아서] 5 도심 속 
나무밧줄놀이 기획팀 '시소' 

2016.05.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
n_art_view.html?artid=20160529230
6005&code=620100

23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가 볼만한 행사 - 
시소 팝업놀이터&트리클라이밍 교실

2016.04.28 서울&
http://www.seouland.com/arti/cultur
e/culture_general/293.html

24
자연휴양림 '휴 한마당 문화 축제'서울숲서 
'나무타기' 

2015.05.0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
6050704990001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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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1 해당사항 없음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강기래
https://www.forest.go.kr/newkfsweb/kfi/kfs/mbm/s
electEmployeeList.do?mn=KFS_19_03&category1=
1400443&divon=organi&orgId=north

2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https://www.kofpi.or.kr

3 전라북도 곡성군청 (미래혁신과) 유근기 http://www.gokseong.go.kr

4 크리킨디센터 김희옥 https://krkd.eco

5 적정기술공방 정의웅 http://atworkshop.or.kr

6 신나는 조합 정명기 http://joyfulunion.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

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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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작성자 기입 : 1-4-3-2-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2019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
감효율화 프로젝트‘

2019
서울혁신파크의 피아노 숲을 아보리스트의 
기술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함. 

facebook.com/play
seesaw.kr

2
전체사업명: 곡성 숲 프로그램기획 
및 진행

2019~2020
2019 곡성군청과 숲 프로젝트를 기획
2020 곡성군 초등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체
택(국내 최초)

https://gsdreamnolj
a.modoo.at/?link=8
msoggi8

3
크리킨디센터 ‘숨통트이는미래’ - 
‘아보리스트’ 

2019~2020
환경문제를 소셜미션으로 가지고 활동하는 
10개 기업이 모여 직업을 갖게 된 배경부터 
진로탐색까지 이어지는 연간 수업.

https://krkd.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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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8_어라이즈오브젝트
 

단체명 어라이즈오브젝트 대표자명 이창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webtooninsight.co.kr

facebook.com/webtooninsight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창우
작성자 
연락처

010-8313-2215
작성자
이메일

rarcissus@ariseobject.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웹툰인사이트
2014.08.16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
원, SBA 등 웹툰 관
련 협단체, 다수의 
웹툰 플랫폼 및 제작 
업체들

O O
- 웹툰 종합 정보 플랫폼
- 웹툰 작가 인터뷰, 독자와의 만남 
등 다수 행사 진행

2
웹툰인사이트 일본

2016.10 일본 만화 기업
웹툰 종합 정보 플랫폼 일본 서비스

3
위즘 프로

2018.10
다수의 웹툰 플랫폼 
및 제작 업체들웹툰 시장 분석 서비스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웹툰인사이트, '여성 만화가의 삶' 토크
쇼 개최

2019.07.31 전자신문 외 다수
https://www.etnews.com/2019073
1000329

2
‘웹툰 불법 유통’에 뿔난 카카오, 10억 
손배소(카카오페이지에서 인용)

2019.11.20 헤럴드경제 외 다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
hp?ud=20191120000590

3
“2020 도서정가제 초청 토론회” 개최! 
도서정가제의 득과 실, 앞으로의 방향과 
미래는?

2020.01.21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
/articleView.html?idxno=72965

4
[이슈분석] 밤토끼 검거 후 1년…여전히 
웹툰 발목잡는 불법사이트

2019.09.04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9090
4000186

5
[2019년은 웹툰의 해] 포털업계 "서비스 
고도화·글로벌 집중"

2019.01.03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
View.php?no=2019010216468086
395&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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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만화산업일자리창출 자문위원 위촉 2017.05.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하단 별첨
2 (사)한국웹툰산업협회 공로패 2018.02.22 (사)한국웹툰산업협회

3 SICAF2018 자문의원 위촉 2018.05.09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
티벌 조직위원회

4 저작권OF 지정 2018.07.10 한국저작권보호원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신종철 원장 https://www.komacon.kr/komacon/

2 (사)한국만화가협회 윤태호 회장 http://www.cartoon.or.kr/

3 (사)한국웹툰산업협회 김유창 회장 http://www.kwia.or.kr/

4 (사)웹툰협회 원수연 회장 http://www.wwebtoon.org/webtoon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

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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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1-3-4-2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불법 웹툰 근절 및 운영자 검거 진행 중

불법 웹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작가, 업체
들을 위해 협업체 운영 또는 일원으로 참여하
여 관련 캠페인 시행, 사이트 정보 확인 및 
공유, 해당 기관과 협업 등 진행

https://webtooninsi
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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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만화산업일자리창출 자문위원 위촉 2017.05.1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하단 별첨(이미지)

2 (사)한국웹툰산업협회 공로패 2018.02.22 (사)한국웹툰산업협회

3 SICAF2018 자문의원 위촉 2018.05.09
(사)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
티벌 조직위원회

4 저작권OF 지정 2018.07.10 한국저작권보호원

3-1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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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9_언더독스
 

단체명 언더독스 대표자명 김정헌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underdogs.co.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조상래
작성자 
연락처

02-6384-3222
작성자
이메일

amadeuses@underdogs.co.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SK E&S 로컬라이즈군산

2019.02

~2019.12

SK E&S, 
사회연대은행, 
BAT

O

 O
(팀 선발을 

위한 
면접실로 

사용)

군산에서 공간을 운영하였고, 
지역 창업 23개팀을 육성하여 현재 
모든 팀이 창업을 하고 있는 중

2

GS SHOP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2기 
2018.12
~2019.08

GS SHOP, 사
회적경제활성
화지원센터, 디
자인정글

O
O

(교육장소로 
활용)

21개팀을 선발하여 최종 11개 팀이 현
재 창업을 진행 중에 있음 

3

사회적경제분야별창업입문과정 
2019.06~20
19.10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O
O

(교육장소로 
활용)

47명을 선발하여 36명이 교육을 수료
하였음 

4
하나금융지주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2019.04~20
20.02

하나금융지주, 
한국사회투자, 
the SMC

O
O

(교육장소로 
활용)

O17개의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14개팀
이 현재 사업을 운영중 

5

KB금융캠퍼스 S.I.N.G 프로젝트 

2019.04~20
19.08

KB국민은행, 
한국사회투자, 
BAT

O
O

(교육장소로 
활용)

O
총 15개팀의 예비사회적기업과 소셜
벤처의 재무 최종 5개팀 선발하였으며, 
약 1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11명의 
고용효과를 달성함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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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더독스, 혁신 창업가 데뷔 무대 2019.01.17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
ety/society_general/4523.html

2
한국사회투자-언더독스, 사회혁신기업 공동 투자 
육성한다

2019.03.13 벤처스퀘어
https://www.venturesquare.net/776
196

3 도시재생 프로젝트 ‘로컬라이즈 군산’ 2019.06.27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
13/1770258/1

4
하나금융,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성과  공유회 
개최

2019.08.04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
html?idxno=627182

5
도시재생 창업을 시니어 관점으로 풀어내는 프로
젝트

2019.12.02 플래텀 https://platum.kr/archives/13266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사회투자 문형구 http://www.social-investment.kr/

2 아름다운커피 고광모 http://www.beautifulcoffee.com/

3 신나는조합 정명기 http://joyfulunion.or.kr/new/xe/

4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http://www.bss.or.kr/

5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https://www.uos.ac.kr/main.do?epTicket=LO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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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

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언더독스 사관학교 2015~2019 예비 사회혁신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underdogs.co.kr

2 언더우먼 2019 여성 창업가를 위한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 underdo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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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_콜라보커뮤니케이션즈
 

단체명 콜라보커뮤니케이션즈 대표자명 김종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colcomm.net

facebook.com/collabocommunications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종혁
작성자 
연락처

0505-720-1279
작성자
이메일

biz@colcom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사회적기업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아름다운커피 정기배송 프로그램 제작 2016.06.10

~07.10
서울시, 아름다
운커피, 태천인

O O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을 위한 정기배송솔
루션 제작

2
50플러스 서부 캠퍼스 인생 2모작 지원 
사업 : (주)활기찬 인생2막

2016.08.30 
~ 09.15

50플러스 서부
캠퍼스, 태천인

O
장년층 업무활용 프로그램 개발 

3
창공 (창의공작소) 2 0 1 6 . 0 9 . 

07~10.10
창의공작소 O

청소년 직업 탐구 활동

4
인천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 2016.11.01.

~ 12.31

인천광역시, 인
천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태천
인

O O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이트 제작 

5
(주)시민방송 솔루션 제작 2016.11.24.

~12.24
㈜시민방송, 태
천인

O O
시민방송 웹 송출 방송 솔루션제작

6
소상공인 15개사 사이트 제작지원

2017.02.~0
6

소상공인지원
센터, 태천인

O O소상공인용 오픈소스 웹사이트 템플릿 제
작 제공

7

협동조합 웹사이트 제작 지원

2017.07~0
9

협동조합지원
센터, 서울디지
털인쇄협동조
합, 모두를위한
극장공정영화
협동조합, 하이
퀵협동조합, 한

O O협동조합용 오픈소스 웹사이트 템플릿 제
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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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 꿈, 태천인 
외

8
서울혁신파크 1단지 상상청 웹사이트 구
축 사업 2017.12.22.

~12.31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서울혁신센터

9
순천국제동물영화제 웹사이트 구축 2018.08.08.

~09.20

순천시평생학
습문화센터, 태
천인

O O
순천시평생학습문화센터

10
예술인 지원 사업 “작가장터”

2018.09.06.
예술경영지원
센터, 태천인, 써
드플레이스

O O
써드플레이스 작가 연합

11 온라인혁신파크 유지관리 보수 용역 2018.11.08.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12
서울혁신파크 모두의 캠퍼스 2018.08.~1

1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IT 관련 컨설팅 수행

13

팹랩아시아네트워크5(FAN5)
2019.01.01.
~05.01.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FAN5 웹사이트 제작 운영 지원

14 서울혁신파크 키오스크 프로그램 개발 2018.12.28.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15
녹번종합사회복지관 2019.04.~0

8.
녹번종합사회
복지관, 태천인

O
웹 사이트 제작

16
서울시 2019년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

2019.06.~1
1.

서울시, 태천인 O O
온라인혁신파크의 디지털아카이빙과 활
용성 실험

17
2019년 모두의 캠퍼스 2019.08.~1

1.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O
IT 컨설팅 분야 수행

18 2020년 온라인 혁신파크 운영 유지보수 
2020.01~2
020.03 현재

서울혁신파크, 
태천인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체험단 정보를 한번에...'모두의체험' 오픈 2014.12.12 전자신문
http://m.rpm9.com/news/articl

e.html?id=20141212090009

2
미리 만나는 디지털에이징 워크숍_'콜라보

커뮤니케이션즈'의 김종혁 대표를 만나다
2018.08.28

서울시50플러스서

부캠퍼스

https://50plus.or.kr/swc/detail.

do?id=1946713

3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의 사생활 침해 보호 
방안

2018.11.02
동그라미재단 오프

라이즈 공식사이트

https://www.o-prize.com:447/st

ory.php?pk_story=25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정보보호부문 챌린지상 - "콜라보커뮤니케

이션즈"
2018 동그라미재단

https://www.o-prize.com:447/
story.php?pk_story=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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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태천인 이영훈
http://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
/csn/1132413786/company_nm/%ED%83%9C%EC%B
2%9C%EC%9D%B8

2 인터넷나야나 서재윤 nayana.com
3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이혜경 incheonmaeul.org
4 연수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안미숙 yeonsumaeul.org
5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오은석 nokbeon.or.kr
6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angelshaven.or.kr
7 아름다운커피 고광모 http://www.beautifulcoffee.com/
8 창의공작소 송미숙 https://creativefactory.modoo.at/
9 50플러스 서부캠퍼스 김영대 https://50plus.or.kr/
10 (주)시민방송 민경서 http://rtv.or.kr/
11 서울 디지털 인쇄 협동조합 김현민 http://www.sdpc.co.kr/b2b/
12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 김남훈 http://www.cine4all.com/
13 하이퀵협동조합 이형근 https://www.hiquick.co.kr/
14 한평의꿈 김민순 http://www.1py.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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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1 - 5 - 4 - 2 – 3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사회적경제 영역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 

2017 정기배송 (구독형 제품) 솔루션 개발
http://www.beautifulcoff
ee.com/shop/shopdetail.
html?branduid=66632

2
소상공인을 위한 웹사이트 템플릿 
개발 

2018  소상공인용 웹사이트 템플릿
http://thehada.dothome.
co.kr/

3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의 사생활 
침해 보호

2019

‘리벤지 포르노(보복을 목적으로 불법 
유포되는 범죄 영상. ‘개인 간 성적 영상
물’ 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이미지 인식 기술
과 다중분산 DB 저장방식기술을 활용
해 빠르게 검출해내고 민관의 적극적이
고 즉각적인 대응을 유도 

https://www.o-prize.com:
447/story.php?pk_story=
25

4
사회 혁신 영역 데이터 크롤링 프로
그램 및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
혁신파크 API 제공

2019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에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연구 결과물 데이터
셋 제공 

https://data.seoul.go.kr/d
ataList/OA-15796/A/1/da
taset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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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_티팟

단체명 티팟(주) 대표자명 남정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tpot.kr 제출일자 2020.03.12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소민
작성자 
연락처

02-332-8823
작성자
이메일

ssom@tpot.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업

1

2015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2015.4~
2015.10

서 울 특 별
시 

ㅇ ㅇ ㅇ서울시 시민참여정책플랫폼 기획 및 운영사업, 서울시 
참여민주주의 사업의 기반이 된 사업 

2

2015 그린컬쳐페스티벌

2015
인 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ㅇ -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공공예술을 즐기는 생태예술축제 

3
서울시 노들꿈섬 운영구상 및 시설설계

2015
서 울 특 별
시 

ㅇ
3위 입상

4

홍대걷고싶은거리 문화관광명소화 사업 

2016
서 울 특 별
시 

ㅇ - -홍대 앞의 상인, 예술가,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 홍대문
화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기획 및 거리 구축 

5

순천창작예술촌 마스터플랜 수립 2015.11
~2016.1
1

순천시 ㅇ - -순천 원도심 구역,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획
하는 창작예술공간마스터플랜 수립 

6

경기지역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전략 연구

2016
경 기 문 화
재단

ㅇ - -도민FGI 및 워크숍을 통한 지역특성 살린 도시-문화재
생 전략 및 문화정책 수립 

7
2016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6
서 울 특 별
시 

ㅇ - -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운영 

8

시민누리공간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용역(2016)

2016
서 울 특 별
시 

ㅇ - -서울시 내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기획, 조성, 운영하
는 시민참여운영프로세스 기획,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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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6.05
~10

서 울 특 별
시

ㅇ ㅇ ㅇ
서울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어린이와 학
부모, 교사 및 교육/놀이전문가 참여기획으로 기본계획
수립 

10

경기북부 문화정책 연구 

2017
경 기 문 화
재단

ㅇ -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지역 맞춤형 문화정책 및 실행전
략 구축 

11

경기천년플랫폼 구축 및 운영 
2017.07 
~12

경 기 문 화
재단 

ㅇ - -경기정명1000년 기념 도민참여워크숍을 통한 경기도 
1000년 비전 및 정책방향 수립 

12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구축 및 운영 

2017.05
~08

국 정 기 획
자 문 위 원
회 국민참
여기구 

ㅇ - -19대 정부 대국민 참여형 오프라인 정책플랫폼 공간 
구축 및 플랫폼 운영 

13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 

2017
행 정 안 전
부 

ㅇ - -
전국단위 리빙랩 사업 사전 설계 및 숙의과정 시범운영 

14

노점상 상생을 위한 특화시장 조성 연구

2017
서 울 특 별
시 농수산
식품공사 

ㅇ - -가락몰 내 노점상 대상 갈등조정 및 노점상 상생위한 
특화시장구역 공간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15

문화기획자양성 워크숍

2017
은 평 문 화
재단

ㅇ - 0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은평구 지역 내 청년 대상으로 
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16

사회적경제신년회 밀당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2016.12
~2017.0
2

서울시 사
회 적 경 제 
지원센터 

ㅇ ㅇ ㅇ서울 사회적경제 조직 및 단체 대표, 종사자 참여, 사회적
경제 비전 워크숍 및 신년회 

17

전문가특강-공공성과 미래창업 

2017
성 균 관 대 
코 어 사 업
단 

ㅇ - -공공성 추구하는 가치창업 희망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
혁신 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18

순천 대학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공공디
자인 계획 및 제작설치 2017.04

~12
순천시 ㅇ - 0

낙후된 지역공간을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획 운영 및 운영주체 조직

19

스페이스살림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7.8~
2017.12

서 울 특 별
시 

ㅇ - 0서울시 여성-가족 플랫폼인 스페이스살림의 공간 및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

시민누리공간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및 관리(2017)
2017.05
~12

서 울 특 별
시 

ㅇ - -서울시 내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기획, 조성, 운영하
는 시민참여운영프로세스 기획, 관리운영

21

아카데미 멋 운영(커뮤니티 부문) 
2017.04
~12

경 기 콘 텐
츠진흥원

ㅇ -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및 메이커 활동지원 및 커뮤니티 
운영, 네트워킹 지원 

22
사회적경제주체와 동행을 위한 포럼 기획 운영 

2018.01
한 국 토 지
주택공사

ㅇ ㅇ ㅇ
범사회적경제주체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23 가락노점상 전통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 2018 서 울 시 농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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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노점상 전통시장(툭화시장) 조성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연구 

수 산 식 품
공사 

24

2018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 
2019.06
~12

서 울 특 별
시 

ㅇ -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지역을 한자리에서 만나
는 엑스포 기획운영 

25

실패박람회 국민숙의 기획 및 운영

2018.07. 
~09. 

(주)이즈피
엠피

ㅇ - -실패를 주제로한 전국단위 국민참여 오픈테이블 및 
지역별 엔딩테이블, 광화문광장 100명토론 운영, 수렵
된 내용 바탕으로 실패의제연구 실행 

26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 및 설치 운영 
2018.05 
~2019.3 

서 울 특 별
시 

ㅇ - -서울은미술관 프로젝트로 진행된 녹사평역 공간개선 
및 공공미술설치.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27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2019.04
경기도 평
택시 

ㅇ - -주민-상인-미군관계자들의 문화교류를 통해 슬럼화된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예술인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 

28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2019.04
~12

서 울 특 별
시 

ㅇ ㅇ ㅇ아파트 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와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프로젝트 

29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2019.05
~12

행 정 안 전
부 

ㅇ - -커먼즈의 개념으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주민이 직접 
활용하고, 자치규칙을 만들어 기획/운영하는 사업 

30 

DDP 디자인뮤지엄 교육 및 시민참여행사 기획 운영 
2019.05
~12

서 울 디 자
인재단 

ㅇ - -어린이 대상 디자인 창의교육 체계 및 커리큘럼 개발, 
운영사업 

31

문화공영개발 방식의 순환형 청년문화창업특구 조성
연구 

2019.07 
~12

포항시 ㅇ - -‘문화공영’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방식으로 지속가
능한 창업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나리오 
구축 

32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소통혁신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2019.10. 
~12

충청남도 ㅇ - -정치적,정책적 실패로 사업이 실패된채 오랫동안 방치
되어왔던 지역내 공간을 사회혁신 소통공간으로 조성
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  보도자료 제외하고 작성함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촛불의 기억을 수집합니다’ 역사로 진화하
는 광장

2017.02.13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
ciety_general/782401.html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 디자인

2016.12.2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
icle/2016122086381

3
“망가지는 홍대앞 좌시말고 이제 예술가들
이 나서자”

2016.05.20
문화경제 by 
CNB저널

http://weekly.cnbnews.com/news/art
icle.html?no=118671

4 시민과의 연결·소통을 디자인하는 '티팟' 2015.10.22 한경비지니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
hn?mode=LSD&mid=sec&sid1=101
&oid=050&aid=000003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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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문화체육관광
부 주관 201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
상 수상 

2019.10.10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yna.co.kr/view/AKR2019101
1044100005?input=1195m

2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2013~2019 서울시 -

3
서울시 노들꿈섬 운영구상 및 시설설계 
3위 입상 

2016 서울시 -

4 SK 사회혁신 인센티브기업 선정 2016 SK행복나눔재단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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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1-2-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자체사업 I make 00 2015~2017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개인)들을 
위한 공공문화플랫폼

imake00.com

2 자체사업 내 삶을 바꾸는 헌법 2018
국민헌법 프로젝트 - 개헌에 대한 전국
적 국민참여 오픈테이블

http://www.tpot.kr/h
eonbeob-18.html

3
녹사평역 프로젝트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2018~2019
녹사평역 공간 개선 / 대한민국 공고디
자인 대상 수상 

http://www.tpot.kr/n
ogsapyeong-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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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_프로젝트C

단체명 프로젝트C 대표자명 김은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projectC1109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은현
작성자 
연락처

010-3773-1311
작성자
이메일

matinapril@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
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물과 꿈>展
2015.11.16.~

24

주최: 서울혁

신센터
O O O‘물의 생명성‘을 주제로 전시_서울혁신파크 舊질

병관리본부 옛 폐수처리장 장소특정적 미술 전
시(現예술동)

2

<낭만적 인간:질병의 사회사>展
2016 .08 . 19 

~09.09

주최: 서울혁

신센터
O O O‘유행병과 인류사’를 주제로 전시_서울혁신파크 

舊질병관리본부 옛 폐수처리장 장소특정적 미술 
전시(現예술동)

3
<유토피아의 가능성>展

2016.12.22~ 

29

주최:은평구

평생학습관, 

후원:은평구

O O서울혁신파크 7동 예술동 2층 창문 갤러리 전시_
뉴미디어 아트

4
<음식으로 바라본 예술인문학> 

2017.04.26 ~ 

08.09

후원:서울문
화재단

O미술, 영화, 연극 인문학+음식인문학 소셜다이닝 
형식 강좌

5

<한땀 두땀 실의 서사>展
2017 .05 . 18 

~08.20(워크

숍)

2017.09.04. 

~09.09(전시)

주최:문화체
육관광부, 
주관:한국문
화원연합회

O O
시각예술작가 협업 은평구 어르신 공동체미술 

프로젝트

6
<올드 미디어, 아날로그 인간을 말하다>展

2017.10.26 ~ 
후원:한국문
화예술위원

O O
2017국제교류기획리서치 프랑스 파리 대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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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라제네랄’ 교류 전시_서울혁신파크 舊질병관

리본부 옛 폐수처리장 장소특정적 미술 전시(現

예술동)

10.28
회, 협력:La 
Générale

7

<어반 오디세우스>展
2017.12.15 ~ 

22

주최:은평구

평생학습관, 

후원:은평구

O O O서울혁신파크 7동 예술동 2층 창문 갤러리 전시_
뉴미디어 아트

8

<2018 재활용의 미학_Art In Recycling>

2018.04.17

주관:서울이

노베이션팹

랩, 터치포굿

O O O프랑스 파리6대학교수, 예술가 엠마누엘 페랑교

수 워크숍

9

<어반 오디세우스-세운>展

2018. 8. 20 – 

9. 21

협력: 글파는

가게, 라이터

스, 아는을지

로, R3028, 

Urbanplay

O
릴레이전시, 세운대림상가 장소특정적미술

10

<손의 기억>展 2018. 5. 16 ~ 

9. 30(워크숍)

2018. 10. 15 ~ 

19(전시) 

주최:문화체
육관광부, 
주관:한국문
화원연합회

O O시각예술작가 협업 은평구 어르신 공동체미술 

프로젝트

11

<실타래 이야기>展
2019. 4. 29 – 

10. 10(워크숍) 

2019. 10. 

23~30(전시)

주최:문화체
육관광부, 
주관:한국문
화원연합회, 
후원:서울혁
신파크

O O O시각예술작가 협업 은평구 어르신 공동체미술 

프로젝트

12

2019문화가 있는날<은평여성 생활예술 커뮤니

티 ‘엮다’> 2019. 10. 30
후원:지역문
화진흥원

O O O

은평구 생활예술커뮤니티 연합 발표회

13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2019.11.22. ~ 
26

후원:종근당, 
주관:(사)세
상아이

O소아암인식개선 프로그램 참여기업 종근당 임직
원, 발달장애청소년 작가 작품 전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낭만적 인간:질병의 사회사' 전…내달 9일까지 유행병 
테마 담론

2016.8.31  일간 스포츠
https://news.joins.com/ar

ticle/20526338rk.kr

2

(주)하비쥬 청년예술가 지원 프로젝트 ‘H2O : 블랙스완’ 
전시회 개최
물, 환경, 인간의 유기적 관계 속 위험 요소를 
조형언어로 풀어내

2017.6.20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
icle/view.asp?arcid=0011
55458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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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사)세상아이 김문정 https://sesangi.org/

2 글파는가게, 라이터스 김민관 www.writerscoop.co.kr

3 ㈜감성붓다 채민경 http://gamsungbootda.creatorlink.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n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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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④,⑤,②,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

(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물과 꿈>展 2015
‘물의 생명성‘을 주제로 전시_서울혁신
파크 舊질병관리본부 옛 폐수처리장 장
소특정적 미술 전시(現예술동)

https://www.facebo
ok.com/projectC11
09/

2
<낭만적 인간:질병의 사회사>

展
2016

‘유행병과 인류사’를 주제로 전시_서울
혁신파크 舊질병관리본부 옛 폐수처리
장 장소특정적 미술 전시(現예술동)

https://www.facebo
ok.com/projectC11
09/

3 <실타래 이야기>展 2017~2019
시각예술작가 협업 은평구 어르신 공동

체미술 프로젝트

https://www.facebo
ok.com/projectC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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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_사진아카이브연구소
 

단체명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자명 이경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07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fotoarchives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경민
작성자 
연락처

070-4202-0314
작성자
이메일

fotoarchive@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잃어버린 도시, 서울 1950s-60s- 성두경 탄

생 100주년 기념사진전》
2015

주최 : 성두
경탄생100
주년기념사
업회 

O
한국 기록사진의 개척자 성두경 탄생 100주

년 기념 전시 

2

《통일로 프로젝트- 통일로 열 두 고개》

2016 - O은평구의 간선도로인 통일로를 중심으로 주요 

랜드마크에 관한 지역사진아카이빙 사업

3

<근현대 시각자료 DB 구축 사업>

2016
서울역사박
물관

O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고서 수록 사진자료에 

대한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

4

<은평구 응암 재개발지역 사진아카이빙>
2016-201
7

- O응앙 재개발 2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진아

카이빙 사업

5

『다쉬브』 발간
2017-201
9

- O한국 근현대 사진자료를 주제별로 아카이빙 

한 연구소의 사진 자료집

6

『마을의 소환: 사라진 마을, 냉정골에 대한 

사진 기록』
2018 - O

응암 재개발2구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아카이

빙 자료집

7 <문화역서울284 사진아카이브 상설콘텐츠 2018 한국공예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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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연구>
자인문화진
흥원문화역서울284 소장 서울역 관련 사진자료에 

대한 DB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사업

8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2018
주최 : 대구
미술관

O1990년대 한국현대사진을 주제로 한 아카이

브 전시

9

<미술자료기록지침 보완: 사진작품>

2019
예술경영지
원센터 

O미술자료 중 사진 매체를 대상으로 메타항목

별 기록지침 마련

10

《2019서울사진축제: 오픈 유어 스토리지》

2019
주최 : 서울
시립미술관

O1950년대 사진제도 안팎의 지형을 살펴보는 

아카이브 전시

11

《여공: 근대적 여성 노동자의 탄생》

2020
공동주최 : 
서울기록원

O

O
(서울기록원 
2층 전시실 
벽면에 구성)

해방 이전 공장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사진아카이브전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진가 구보 씨의 ‘경이의 방’- 박정희 시대의 사진표
상과 기억의 소환

2017.07.25 월간사진
https://www.monthlyphoto.co
m/art/art/artView.do?artId=15
89

2
미술 아닌 미술, 시대를 증언하는 시각이미지 아카이
브

2017.09.01 월간미술

https://monthlyart.com/portf
olio-item/2017%EB%85%84-9
%EC%9B%94-%EC%A0%9C39
2%ED%98%B8/

3 1990년대 한국 사진을 돌아보다 2019.01.09.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
w.php?key=20190109.010220
80021000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더랩 씨 박성환  -

2 현실문화연구(출판사) 김수기 https://twitter.com/hyunsilbook

3 서울기록원 조영삼 https://archives.seoul.go.kr

4 에이팩스 심재근 http://www.apexco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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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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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④, ②, ③, 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④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②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③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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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4_에이컴퍼니

단체명 에이컴퍼니 대표자명 정지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17

단체 웹사이트
acompany.asia

facebook.com/acompany.asia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현석
작성자 
연락처

070-8656-3303
작성자
이메일

namoo@acompany.asia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2016.01.01 
~2018.12.31

서울시 O
참여예술가 105명, 참여점포 148개

2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2015.01.31.
~2019.11.30

- O신진작가 작품 판매 촉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

3

브리즈아트페어
2016.09.22.
~2019.11.03
.

예술경영지
원센터

O O2016, 2018, 2019 브리즈아트페어 : 참여
예술가 172명, 관람객 7,000명 , 작품판매 
350개 작품

4
소상공인 간판교체 프로젝트

2019.07.31.
~11.20

서민금융진
흥원

O O
참여예술가 4명, 수혜점포 14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문화 사회적 기업이 온다 2019.11.23 YTN https://bit.ly/2sOAwhL

2 청년예술인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하겠다 2019.10.31 이데일리 https://bit.ly/2N7CIHY

3 문화·체육·관광 사회적기업 키워 일자리 늘린다 2019.09.03. 연합뉴스 https://bit.ly/2T3TtHS

4 '동물의집'부터 어스맨·119레오까지…이들의 공통점은? 2019.07.16 머니투데이 https://bit.ly/37LnZ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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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남문예진흥원, 사회적 경제기업 설명회 2019.07.11. 경남일보 https://bit.ly/2s3SVqc

6 소상공인과 연결, 젊은 작가 재능 살리고 돈도 벌고 2019.04.29. 한국일보 https://bit.ly/2s1yZ7k

7 젊은 작가의 그림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세요 2019.04.29. 한국일보 https://bit.ly/35Bxp9W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성과인센티브 2nd 어워드 혁신추구상 2017.04.20 사회성과인센티브추진단
http://www.socialinc
entive.org/

2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 사회적경제 
지역혁신대회

2018.09.06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원장

http://www.balance.
go.kr/index.do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김겸미술품 보존복원연구소 김겸 kenkim.tistory.com

2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potatoflower.org

3 에이라이브 전희수, 이근복 a-live.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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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그림가게, 미나리하우스 온라인 2019~현재 작품 및 아트상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www.minarihouse.c
om

2 우리동네가게 전담예술가 2019~현재 우리가게 전담예술가의 확산
facebook.com/artist
sof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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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5_현실문화연구

단체명 현실문화연구 대표자명 김수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8.28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hyunsilbook
hyunsilbook.blog.me
twitter.com/hyunsilbook
instagram.com/hyunsilmunhwa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명혜
작성자 
연락처

02-393-1125
작성자
이메일

hm_backup@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난장 프로젝트 -4층 살롱 2016 - O O 

2
2017 세계여성의 날 이벤트
  공동기획 및 참여

2017 - O O 

3
세월호 3주기 추모공사
  공동기획 및 참여

2017 - O O

4 성폭력 피해자,가해자 문제 세미나 2017 - O

5 <10대 평화를 디자인하다>다큐상영 2018.02 파코루도 O

6 <조선의 퀴어> 저자 북토크 2018.05 - O O

7 ‘마르셀 뒤샹’ 시민대상 연속 강연 2019.02~03 - O

8

공동기획 출간
  <X 1990년대 한국미술>
  <평행한 세계들을 껴안기>
  <디지털 프롬나드>

2016~2018 서울시립미술관

9
공동기획 출간
   <마르셀 뒤샹> 

2018
필라델피아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10
MMCA 작가연구 출간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

2018~2019 국립현대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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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시아 콤플렉스>

11 70여종의 단행본 출간
2015.11 ~ 
2020.03

-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인류는 왜 여성을 사고 팔아왔는가 2015.09.11 국민일보 -

2 성을 사유하라 이상적 삶을 위해 2015.09.11 문화일보 -

3
논쟁적 페미니스트 루빈...푸코의 ‘성의 역사’확장한 현대
판 성의 역사‘ 

2015.09.12 경향신문 -

4 성인류학 루빈 교수의 논문 선집 2015.09.12 매일경제 -

5 세상의 시선, 부담 이기고 섹슈얼리티 자유를 말하다 2015.09.12 서울경제 -

6 내가 꿈꾸는 행복은 ‘미안하지 않은 행복’ 2015.11.21 부산일보 -

7 ‘아랍의 봄’ 후계자 자칭 IS 철저히 연출된 신비주의 2015.11.28 매일신문 -

8 한국사회 관통한 ‘예술 행동’ 2015.12.24 경인일보 -

9 성을 사유할 때가 왔다 2015.12.25 한겨레 -

10 성난 여성들의 무기는 책 2016.03.07 한겨레 -

11 왜 ‘집안의 천사들’은 돌을 집어들어야만 했나? 2016.03.11 헤럴드경제 -

12 “여성에 자유가 없다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2016.03.12 동아일보 -

13 “참정권을 달라” 투사가 된 여자들 2016.03.12 서울신문 -

14 온몸으로 행동하라, 운명이 바뀔 것이다 2016.03.12 조선일보 -

15 유리창 깨뜨리고 여성참정권 얻다 2016.03.12 한국일보 -

16 여성 참정권 이끈 팽크허스트 자서전 2016.03.12 서울경제 -

17 英 참정권운동의 대모 “여성이여 돌을 들어라” 2016.03.12 매일경제 -

18
폭력을 하청하는 한국 공권력...외국인이 까발린 ‘내부자
들’

2016.03.19 경향신문 -

19 국가는 왜 폭력배와 손을 잡는가 2016.03.19 동아일보 -

20 한국 정치 공공연한 비밀...권력‧조폭의 유착 2016.03.19 세계일보 -

21 폭력 ‘하청‧관리’ 하는 한국 공권력 고발 2016.03.25 대전일보 -

22 왜 국가는 노점상 철거 위한 폭력을 용인할까 2016.03.25 부산일보 -

23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국가가 열어줬다 2016.03.26 매일신문 -

24 미술관 건축물 희한하면 컨템포러리? 2016.04.02 한국일보 -

25 관객은 구경꾼인 동시에 능동적 해석가 2016.06.17 부산일보 -

26 함께 읽어봅시다 <기적의 도서관> 2016.07.06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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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요즘 페미니즘’ 유쾌하거나 진지하거나 2016.09.09 한겨레 -

28 “신경증에 걸릴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2016.10.07 한겨레 -

29 어설픈 멘토보다 ‘공백’의 진리 주는게 진짜 스승 2016.10.07 문화일보 -

30 헬조선의 멘토들... 과연 필요할까 2016.10.08 한국일보 -

31 맹렬하게 설치고 열렬하게 말하는 여자들 2016.11.25 한겨레 -

32
유리천장에 던지는 톡톡 쏘는 유머...
페미니스트 언니들의 184개 문장

2017.01.14 한국일보 -

33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어른들에게 2017.04.29 경향신문 -

34
오랜 기간 부엌을 차지한 여성이 유명 셰프는 되지 못한 
이유 남성 셰프들에 의한 배제 때문

2017.06.03 매일경제 -

35 왜 여성 셰프는 잘 안 보이는 걸까 2017.06.09 한국경제 -

36 왜 스타 여성 셰프를 보기 힘든지 아세요? 2017.06.09 한겨레 -

37 女셰프가 없는 이유...주방에도 ‘유리천장’ 있었다 2017.06.09 문화일보 -

38 스타 女셰프가 없는 까닭 주방 안 ‘유리천장’때문 2017.06.10 서울신문 -

39 유명 레스토랑에 여성 셰프가 왜 적을까 2017.06.10 중앙일보 -

40 퀴어운동까지 포섭한 신자유쥬의 통치전략 2017.07.07 한겨레 -

41 신자유주의 분할통치로 무너진 사회운동 2017.07.08 경향신문 -

42 새 정체성 운동 美 사례 통해 분석 2017.07.14 부산일보 -

43 국내 교단들, 군대 내 종교활동에 매년 150억 쓴다는데 2017.09.22 헤럴드경제 -

44 미국을 ‘세계의 경찰’로 만든 전쟁 2017.11.17 문화일보 -

45 미국은 북한을 모른다, 그때도 지금도 2017.11.18 서울신문 -

46 한국전쟁 복기...위기의 근원 파헤치다 2017.11.18 세계일보 -

47 노근리 학살 등 ‘6‧25 은폐의 역사’ 들추다 2017.11.18 서울경제 -

48
남한은 왜곡했고, 북한은 이용했고, 미국은 잊었다.
위기의 시작 ‘한국전쟁’...불편한 진실, 인정해야 화해

2017.11.18 머니투데이 -

49 미국이 ‘만들고’ 미국은 ‘지운’ 한국전쟁 2017.11.24 부산일보 -

50 “미술은 하찮은, 그러나 자연스러운 신음이야” 2018.01.05 한겨레 -

51
성폭력 해결은 사적 문제?...아니, 공동체 모두가 연류된 
의미투쟁

2018.03.10 경향신문 -

52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부정의” 2018.03.30 한겨레 -

53 100년 전 조선에 활짝 핀 ‘섹슈얼리티’ 2018.05.25 한겨레 -

54 ‘에로’하고 ‘그로’했다 식민조선 ‘性 격변사’ 2018.05.26 머니투데이 -

55 기묘한 성적 욕망 근대 조선을 휩쓸다 2018.05.26 동아일보 -

56 ‘사랑’ 인정 못 받은 두 여인 2018.05.26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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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 몸 던진 ‘철도 정사’

57 식민지 조선의 LGBT 2018.06.01 부산일보 -

58 손님이기도, 적이기도 한 낯선 세계와의 만남 2018.07.20 한겨레 -

59 진실한 욕망에 씌워진 타락의 오명 2018.10.05 한겨레 -

60 어떻게 실패 없이 패배자가 될 것인가 2018.12.14 한겨레 -

61 뒤샹을 알면 현대미술이 보인다 2018.12.28 부산일보 -

62 佛 제국주의가 본 중국의 일상 2019.03.22 서울신문 -

63 제국주의 눈에 비친 100년 전 동아시아의 누추함 2019.03.22 한겨레 -

64 혐오스러운 중국인...제국주의 시선으로 그린 화보신문 2019.03.22 한국일보 -

65 조선 민중을 야만적 존재로 그려 2019.03.23 국민일보 -

66 佛 삽화신문으로 본 19세기 동양의 전쟁 2019.03.23 동아일보 -

67 인력서 썰매 탄 淸황제...유럽 열강이 본 100년 전 중국 2019.03.23 조선일보 -

68 “쩨쩨하다” 프랑스가 본 중국 2019.03.29 부산일보 -

69 “욕망의 시선을 공산주의의 지평에 두자” 2019.06.21 한겨레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7 세종도서 학술 <소리의 정치> 2017년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2 2017 세종도서 문학나눔 <불구의 삶 사랑의 말> 2017년

3 2018 세종도서 교양 <조선의 퀴어> 2018년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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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답변의사 없음)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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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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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6_비아이씨피쥐(BI CPG)
 

단체명 비아이씨피쥐(BI CPG) 대표자명 목민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9.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bicpg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목민우
작성자 
연락처

010-2569-0324
작성자
이메일

bicpg@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청심환 페스티벌 2016.05.30

~05.31 
오픈핸즈 O

총괄기획/운영

2
서초구 ‘서리풀페스티벌‘ 야외무대 2016.09.25.

~10.01
서초구, 서초문
화재단

O
야외무대 기획/운영총괄

3
청년허브 국제 컨퍼런스 ‘삶의 재구성 시즌3’ 2016.12.08.

~12.09
청년허브, 씨닷 O O O

운영총괄

4
서울혁신센터 ‘서울이노베이션로드’ 2017.11.22.

~11.24
서울혁신센터 O O O

운영총괄

5
2017서울특별시 미래혁신포럼 2017.10.23.

~10.24
서울시, 씨닷, HI 
Ent

O O
운영총괄

6

Samsung SSD Forum, Japan 2016.02.17.
~19,
2018.07.11.
~13

삼성전자, 로렌
조

O
음향 

7
LH 사회적가치의 밤

2018.12.12
한국토지주택
공사총괄기획/운영

8
청년허브 국제컨퍼런스 AYARF2019 2019.02.14.

~15
청년허브, 씨닷 O O O

은영총괄

9
여성가족부 청년플랫폼 ‘버터나이프 크루’ 
활동보고회 2019.12.20

여성가족부, 진
저티 프로젝트

O
운영총괄

10
작당시작 ‘프로젝트 묘’ 2015.09~1

2
서울시, 서울혁
신센터

O O O
소리 전시, 공연 연출/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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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둔촌아파트 아카이빙 프로젝트 ‘둔촌 사운
드’ 2017.08~1

0
서울시, 마을에
숨어

O
워크샵, 소리채집

12
어린이뮤지컬 ‘번개맨’

2015~2019 EBS, 힘컨텐츠 O
음향

13
어린이뮤지컬 ‘핑크퐁’

2019~2020
스마트스터디, 
유진엠플러스

O
음향

14
광운대 캠퍼스타운 ICT 융합, 드론, 로봇 
축제‘ 2019.09~1

0
노원구, 광운대
학교

총괄기획/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청년문제 대안 제시 위한 
‘청심환(청춘, 심쿵, 환승) 페스티벌’ 
개최

2016.05.04 
글로벌 

이코노믹, 
아주경제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
e/news_all/201605041957271000222_1/arti

cle.html?md=20160504200745_R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씨닷 한선경 cdot.asia

2 진저티프로젝트 서현선, 홍주은 http://gingertproject.co.kr/

3 청년허브 안연정 https://youthhub.kr/

4 유진엠플러스 양길모 http://www.yujinmp.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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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⑤-②-④-③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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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7_세눈컴퍼니
 

단체명 세눈컴퍼니 대표자명 김용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9.01

단체 웹사이트
spicker.co.kr

facebook.com/PurpleForum
제출일자 2020.03.1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용일
작성자 
연락처

070-4268-9965
작성자
이메일

aswe21@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영등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
2015.08~
2015.09 

영등포구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인증사회적기업 외 영등포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을 아우르는 통합사이트 구축

2

혁신광장 광장조성 공사

2015.09 서울혁신센터초저예산으로 실시한 폐허를 광장으로 만드는 
복토 및 평탄 작업

3

SE서비스비즈니스플랫폼모델개발 연구용역 

2015.10~
2015.12

서울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 
함께일하는세상, 
(주)인스케어코
어

사회적경제 서비스분야 시장확대를 위한 유통활
성화  연구용역사업

4
온라인 스튜디오 설치

2015.10 영화제작소 눈 O
O

극장동 2층
O

혁신파크 최초 온라인 생중계 스튜디오 설치

5

제 1회 남산둘레길걷기축제
2015.11.0
7

서울시 푸른도시
국, 서울환경운
동연합

남산의 둘레길 시민이용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걷기 축제

6

소셜스피치 “혁신을 말하다”

2015.12. 
15~16

서울혁신센터, 
쥴 협동조합, 
BAT,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고구마음악교육
연구소, 에이컴
퍼니, 영화제작

O
극장동 2층

O
혁신파크(극장동) 최초 온라인 생중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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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눈

7

은평구사회적경제홍보영상제작

2015.11~
12

은평구청/영화
제작소눈/은평
구관내 
사회적경제기업 
10개

O
O

극장동 1층
O은평구 지역협업사업 및

혁신파크 최초 촬영세트장 설치

8

서울광장 크리스마스마켓 홍보관 운영
2015. 12. 
24

서울시, 영화제
작소 눈

O
극장동 1층
(홍보부스 

제작)

O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홍보

9

사회적경제 디자인 사업

2015. 12
영등포사회적경
제 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CI 

제작

10
사회적기업가포럼 주최 2 0 1 5 . 

09~12
영화제작소 눈

O
스페이스 

류
O

월 1회 온오프 동시 진행 포럼 자체 운영

11

극장동 공간조성 1차 완료

2015. 09~
2016. 02

영화제작소 눈 O
O

극장동
O6개월간 극장동(강당/세니마실) 폐공간을 입주

단체 자체비용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전환

12

극장동 대관업무 수행
2016. 03~
2018. 12

- O
O

극장동
O대시민 열린공간으로 입주단체 및 은평지역 단체

를 대상으로 무료대관업무 수행

13

영국 학교협동조합 컨퍼런스 쌍방향 온라인 생중
계

2016. 04. 
22

The
Co-operative 
College,  영화제
작소 눈,  삼각산
고등학교

O
극장동 1층

O
혁신파크에서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국제컨
퍼런스에 참여

14

야외행사 물품지원 사업

2016. 04. 
~
2017. 12

- O
O

14동 창고 
활용

O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보유 공유물품을 운
영대행하여 혁신파크에서 실시된 거의 모든 행사
에 진행물품을 2년간 무상지원하여 파크 활성화
에 기여

15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창립총회 무료 생중
계 지원 2016. 05. 

23

서울혁신센터,  
은평상상허브센
터, 30개 사회적
경제기업

O
미래청 2층

O
입주단체와 은평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이 결합하
여 협동조합을 만든 최초의 행사

16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활
동 2016. 05. 

23 ~ 현재
O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은평지역 네
트워크 활동 중

17
어린이날 행사 “박스레고” 주관 2016. 05. 

05
서울혁신센터,  
금자동이

O
극장동 1층

O
재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실험

18

2016 사회혁신 콘서트 수행
2016. 06. 
24

서울시, 사회혁
신리서치랩, 리
서치협동조합,  
영화제작소 눈,  

O
O

미래청 
일대

O입주단체가 참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
한 혁신파크 최초의 사회혁신 컨퍼런스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70

장의공작소, 두
꺼비하우징,  마
을무지개,  금자
동이,  BI CPG

19

2016 서울시사회적경제주간 홍보
2016. 06 ~ 
07

서울시, 서울프
린지네트워크사회적경제 기념행사 홍보 및 공식행사 온라인 

생중계

20

2016 서울 혁신형사업 선정
2016. 06 ~ 
12

서울시, 16개 
사회적기업

O
극장동 2층

O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홍보방송 플랫폼 구축 
사업

21

공가 8호 개관식 온라인 무료 생중계
2016. 06. 
07

은평구청, 두꺼
비하우징, 영화
제작소 눈

O혁신파크를 벗어나 은평지역에서 진행한 최초의 
온라인 생중계

22

전시동(5동) 개관식 무료 생중계
2016. 06. 
17

서울혁신센터, 
영화제작소 눈극장동 스튜디오를 벗어나 혁신파크 야외에서 

진행된 최초의 온라인 생중계

23
박스레고 프로그램 무료 운영 2 0 1 6 . 

07.~08
금자동이, 은평
맘톡톡

O
O

극장동 1층
O

은평지역 플리마켓 무상지원 행사

24

2016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2016. 07. 
~ 10

서울시, 
서울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  
13개 구청,  3개 
교육지원청,  각 
구청 200여 
사회적기업 참여

O중앙집중에서 탈피하여 공공기관 대상 판촉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한 혁신적인 구매 박람회 

25

작당프로젝트 “혁신파크는 온에어” 사업 수행
2 0 1 6 . 
07~11

서울혁신센터,  
14개 입주단체

O
극장동 2층

O입주단체 대외홍보 온라인 방송 2차년도 성격의 
프로젝트

26

2016 서울 마을주간 수행

2 0 1 6 . 
10~11

서울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
지원센터, 영화
제작소 눈, 마을
무지개, 번영협
동조합, 에이유
디사회적협동조
합

O
O

혁신파크 
일대

O혁신파크 공간 대부분을 활용한 서울시 행사로, 
서울시 마을행사 중 최초로 컨퍼런스 전 일정을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

27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온라인 홍보
2 0 1 6 . 
10~12

서울산업진흥원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홍보채널 구축 및 콘텐츠 
제작

28
은평구 안전홍보영상 제작 2 0 1 6 . 

11~12
은평구청, 영화
제작소 눈

O
지역 생활안전 신고어플 활용 홍보영상 제작

29

혁신파크 근무자(경비/청소) 설 명절 선물(사과) 
증정 2017. 01 - O

파크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별기업의 시도

30
세월호 영화상영회

2017. 04. 
13 ~ 18

영화제작소 눈 O
O

극장동
O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여 극장동 차원의 자체 

영화상영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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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극장동 후면광장 잔디관리
2017. 04. 
~ 
2018. 06

- O
O

극장동
식재된 잔디가 관리가 안되어 자체비용으로 잡초
제거 등 잔디밭 관리하여 시민이용 야외공간 유
지운영

32

2017 어린이날 행사 내맘대로 놀이터 주최

2017. 05. 
05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및 
은평지역단체 
20개

O
O

혁신파크 
전체

O

선거일정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연기되어 어린이
날 당일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1년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별기업이 입주
단체와 지역단체와 손잡고 자체예산으로 행사를 
주최하여 혁신파크의 위상을 높임

33

2017 어린이날 행사 “빤짝놀이터” 참여
2017. 05. 
13

O
O

극장동
O박스레고 코너 운영으로 혁신파크 2년차 어린이

날 행사에 참여

34

제6회 서울도시농업박람회 야외스튜디오 운영

2017. 05. 
18 ~ 21

영화제작소 눈
O

혁신파크 
전체

O2016년 야외 생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중계 시스
템을 소형화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행사에 적용
한 사례

35

은평구 사회적기업 홍보 CF 제작

2017. 06

은평구사회적경
제허브센터, 
10개 은평구 
사회적기업

지역 케이블TV 홍보용 CF 제작하여 은평구 사회
적기업 대외홍보 기여

36

2017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2017. 06. 
~ 11

서울시, 
서울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  8개 
구청,  2개 
교육청,  170개 
사회적기업

O
자치구 순회 구매박람회 2년차 사업 및 해방이후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민간기업의 구매
박람회가 진행된 사업

37

사회적경제 10주년 기념 개막식 현장중계
2017. 06. 
29

서울시, 
일상창작예술센
터,  영화제작소 
눈

O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사회적경제 기념식 야외스
튜디오 운영

38

650 PARTY “청년이 청년에게 미래의 길을 묻다” 
운영 2017. 09. 

04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사북청년이 서울청년을 초대하여 진행된 지역문

제해결 워크숍

39

경기도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영상 제작

2 0 1 7 . 
09~10

경기도따복공동
제지원센터, 
경기도공공구매
활성화지원단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제작활동을 경기도로 확대
하여 수행

40

스몰웨딩 공간재생 프로젝트 “웨딩이 혁신을 
만났을 때” 2017. 09 ~ 

12
서울혁신센터, 
영화제작소 눈

O
극장동

O
극장동 1층 강당과 야외공간을 작은결혼식장으
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개방

410

2017 경기도 자활생산품 박람회
2017. 10. 
23

경기광역자활센
터, 경기도소재 
160개 자활기업

회사의 사회적경제 지원활동을 경기도로 확대하
는 계기가 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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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녕 협치학교” 운영
2017. 10. 
24 ~ 26

서울시, 
서울혁신센터, 
영화제작소 눈, 
마을무지개

O
혁신파크 

일대
O

혁신파크에서 진행된 협치관련 전시 및 세미나

43

은평혁신교육축제 “혁신가 방” 운영

2017. 10. 
27

은평혁신교육지
원단, 
서울혁신센터, 
금자동이,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 
영화제작소눈, 
약속의 자전거, 
히든북,  
청년혁신활동가

O
혁신파크 

일대
O

은평혁신교육축제 중 입주단체 참여코너 운영

44

혁신프로그램 영상 제작
2 0 1 7 . 
10~11

서울혁신센터, 
혁신파크자치회, 
10개 입주단체

O
미래청 2층

O자치회 프로그램으로 입주단체 발표회 촬영 10
개 영상제작

45

서울시교육청 교육영상 제작

2017. 11
서울시교육청, 
영화제작소 눈

O교원임용시험 심사위원 교육자료를 시각화 하여 
영상교육으로 전환한 사업

46

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 홍보부스 디자인

2017. 11 서울산업진흥원킨텍스 전시부스 디자인으로 사회적기업 전시회 
지원

47

2017 강서구 사회적경제공공구매박람회 운영
2017. 11. 
30

강서구청자치구에서 진행된 공공기관과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구매연계 지원 사업

48

극장동 1층 강당 냉온풍기 설치

2017. 12 세눈컴퍼니
O

극장동겨울에 시민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방
기 설치

49

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 참여
2 0 1 7 . 
10~12

서울혁신센터
O

15동1단계 조성사업 중 15동 조명장비 구입 및 설치 
수행

50
혁신플랫폼 협동조합 설립 참여

2018. 01 23개 입주단체 O O
서울혁신센터 위탁법인으로 역할 수행

51
사북 <650거리> 상가활성화 컨설팅 2018. 03 ~ 

06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계획 참여

52
정선 2개읍면 주민공모 컨설팅 2018. 04~ 

10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폐광지역 주민참여팀 멘토링

53
2018 고한 주민아카데미 교육

2018. 04 ~ 
06

3.3기념사업회,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폐광지역 주민역량 강화교육

54
<650수제맥주연구소>청년창업 컨설팅 2018. 04 ~ 

11
강원창조경제혁
신센터수제맥주 연구소 설립 지원

55
극장동 로비 에어컨 설치

2018. 06 - O
미화원 휴게장소 냉방기 미철치로 불편함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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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용시민의 서비스를 위해 로비에 에어컨 
자체 설치하여 무상제공

56

국토교통부 소규모뉴딜 “마을호텔 시범사업” 
선정

2018. 11
국토교통부, 
강원도마을호텔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시범사업 추

진

57

충남유류피해단체 사회혁신 워크숍

2018. 11. 
19~20

해양수산부, 
충천남도, 
허베이사회적협
동조합

O
상상청 및
혁신파크 

일대

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충남 유류피해지역 당사자
조직 문제해결 워크숍 

58

제 1회 NGO사회혁신포럼 개최
2018. 12. 
15

경희사이버대학
교,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O
상상청 2층산학협력으로 현신파크에서 개최된 사회혁신 포

럼

59

이노베이션로드 2018-2019 수행
2018. 12. 
06~07

서울혁신센터, 
30개 입주단체

O
O

미래청, 
상상청

O입주단체가 참여하여 한해 활동을 정리하는 스피
치 및 전시

60
혁신파크 입주단체 소개자료집 제작 2 0 1 8 . 

10~12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O O
입주단체 소개집 디지인 및 편집

61

혁신플랫폼 협동조합 감사업무 수행

2019. 01 ~ 
현재

혁신플랫폼협동
조합, 
20개 입주단체 
조합원

O이사회에 감사자격으로 참석하여 혁신파크 모법
인 임원활동 수행

62
혁신파크 입주단체 소개집 수정 업데이트 2 0 1 9 . 

3~11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O O
입주단체 소개정보 수정편집

63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기본계획 수립

2019. 04
고한읍, 
고한18번가마
을만들기위원회

골목길 경관색체 디자인 및 향후 마을호텔 추진
의 단계별 전략 수립

64

고한 골목길정원박람회 기획 및 운영
2 0 1 9 . 
05~08

정선군청,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

국내최초 주민주도 정원박람회 개최하여 총감독 
역할 수행

65

고한 18번가 협동조합 기본교육 운영

2019. 09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마을호텔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주민조직화 사전

교육 실시

66

2019 은평구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박람회

2019. 10. 
30

은평구청, 
은평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은평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4개

O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여 진행된 첫 
공공구매 박람회

67
인권센터 소식지 제작 2 0 1 9 . 

10~12
은평구청 
인권센터인권센터 소식지 디자인 및 제작

68
고한 마을호텔 CI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

2019. 11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고한 마을호텔 로고 및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69
고한 비전2030 주민대토론회 운영 2019. 12. 

12
정선군도시재생
지원센터무선투표기를 활용한 주민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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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정선군,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국토부 장관상 수상'

2019.06.17 뉴스1
https://news.v.daum.net/v/201906171553252

32

2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심포지엄 대상

2019.06.17 프레시안
https://news.v.daum.net/v/201906171511555
76

3
정선군, 도시재생 심포지엄 국토부 
장관상

2019.06.17 이튜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
w.html?idxno=1312897

4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도시재생 심포지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9.06.17 강원신문
http://www.gwnews.org/news/articleView.ht
ml?idxno=143399

5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심
포지엄 대상

2019.06.17 참뉴스
http://www.chamnews.net/news/articleView.
html?idxno=98702

6
도시재생 심포지움 국토교통부장관상 수
상

2019.06.17 전국매일신문
http://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
tml?idxno=289783

7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2019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9.06.17 강원타임즈
http://www.kwtimes.co.kr/n_news/news/view.
html?no=84568

8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2019.06.17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1133823

9 [한성수 칼럼] 공유 서비스 시대의 비전 2019.09. 11
스타트업투데
이

https://www.startuptoday.kr/news/articleVie
w.html?idxno=28108

10
사회적경제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아
이디어가 모이다!

2019.09.07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
90708462819475&outlink=1&ref=https%3A
%2F%2Fsearch.daum.net

11
[신나는소식] 강원도 작은 마을이 
호텔이 된다?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이야기

2018.11.09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
10809094837851&outlink=1&ref=https%3A
%2F%2Fsearch.daum.net

12
18번가의 기적-주민 모두 마을 호텔리어
가 된다

2019.04.25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
ew.html?idxno=188655

13
쪽방촌에 무인항공기 띄운다, 왜?
[2017 사회혁신×리빙랩 프로젝트] 서울
을 바꿀 11개의 실험

2017.06.2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335519&CMPT_
CD=P0001

14 정선 폐광지 도시재생 성과·과제 점검 2017.12.18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
eView&idxno=888386

15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재생…‘마을호텔’ 
변신 중인 폐광촌 2018.11.2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
871443.html

16
[이사람] 마을실험실? '혁신' 이름 딴 '수
상한 마을' 있다

2019.09.04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
no=2019090410468089566

17
[Tourism Topic]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
다. 도시재생으로 보는 관광 지속가능성 
-②

2019.05.16
호텔&레스토
랑

https://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
e.html?no=6680

18 고한 18번가의 기적…마을이 호텔이다 2019.07.2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0
3325.html

19
야생화 골목길로 재탄생한 ‘폐광촌 
18번가의 기적’

2019.12.13 포비즈
http://www.forbiz.net/news/articleView.html?
idxno=18280

20
[다큐공감] 18번가의 기적 : 희망이 없던 
강원도 정선군 고한 폐광촌에서 주민들 
스스로 찾아 낸 희망

2019.08.08 전북일보
https://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
no=2057068&replyAll=&reply_sc_order_by=I

21 골목길 낡은 빈집들 새단장 호텔로… ‘폐 2019.03.08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
=20190308010306273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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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촌 18번가의 기적’

22
폐광지 검은 골목에 덧입힌 꿈 ‘호텔 18번
가의 기적’

2019.01.24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
eView&idxno=950099

23
“온 마을이 손잡고 노력해 생태 힐링 도시
로 거듭났죠”

2019.07.2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0
3319.html

24 골목이 희망이다, 주민이 미래다 2019.07.2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0
3317.html

25
정선 ‘고한 호텔18번가 마을호텔 1호점’ 
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2018.12.10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194931

26
‘마을호텔’ 정선 고한18번가에는 밤마다 
야생화가 피어난다

2019.12.2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2
2112.html

27 지역민들 협력하는 ‘마을호텔’ 3월 오픈 2020.02.10 숙박매거진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
eView.html?idxno=51554

28
정선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골목상권 
활성화 '최우수상'

2019.11.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7089
300062

29
[탐방] 도시재생 모델 정원박람회…골목
길 일상을 파고들다

2019.08.07 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
idxno=33174

30
폐광촌 골목의 아름다운 변신…정선 고한
서 정원박람회

2019.07.2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10
300062

31
함백산 야생화마을 ‘골목길’에서 
‘정원박람회’ 열린다

2019.07.26 환경과조경
https://www.lak.co.kr/m/news/view.php?id=7
137

32
정선군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 가능성 
확인

2019.08.11 연리지TV
http://www.yonleejee.com/news/articleView.
html?idxno=645

33
정선군 고한읍 골목길정원박람회 후 관
광객 성황

2019.09.29 연리지RV
http://www.yonleejee.com/news/articleView.
html?idxno=683

34
정선군, 주민이 만드는 ‘골목길 정원박람
회’ 7월 개최

2019.04.23 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
idxno=32553

35
[세계로컬핫뉴스] 강원 정선 고한읍 
골목길정원박람회 이후 방문객 발길 
이어져 성황

2019.09.29 세계타임즈
http://www.thesegye.com/news/newsview.ph
p?ncode=1065615906577783

36
韓 최고 골목길은 '부산 해리단길'…행안
부 선정

2019.11.26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9/11/26/2019112601897.html

37 폐광지역 도시재생 프로젝트 본격화 2019.07.08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
eView&idxno=976688

38
사회적경제 활동가, '사회적경제 지역혁
신대회'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 수
상

2018.09.1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newsflash/frame_article
.html?sec=mt&no=2018090717304433574&t
ype=society

39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2016.10.11
서대문은평방
송

http://www.sdmsinmun.com/news/article.ht
ml?no=1547

40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여행, 지역을 만나
다’

2019.09.05 미래로신문
http://www.mrro.kr/news/articleView.html?id
xno=29787

41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동조합 출범…
“사람의 경제 만들자”

2016.06.01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
l?idxno=13307

42
서울시, 사회적경제-사회책임조달 동반
성장위한 토론회 개최

2015.12.14 인디포커스 http://www.indifocus.kr/2910

43 여름축제 절정, 흥행몰이 이어간다 2019.07.29 MBC강원영동 http://www.gnmbc.co.kr/post/69281

44 KBS 다큐공감 310회 18번가의 기적 2019.08.18 KBS 다큐공감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
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
=T2013-0126&program_id=PS-2019113429-
01-000&section_code=05&broadcast_compl
ete_yn=N&local_station_code=00&section_s
ub_code=05

45 정선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개최 2019.07.08 MBC강원영동 https://www.mbceg.co.kr/post/6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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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생방송 아침이 좋다[강원여지도]

폐광지역의 변신 정선 고한 18번가
2019.04.25 KBS 춘천

https://www.youtube.com/watch?v=FlYe5Y9
VvYA&feature=youtu.be

47
Deserted village transformed into a 
fancy hotel?[Good4U_SENOON 
Company]

2019.01.01 아리랑 TV
https://www.youtube.com/watch?v=D8N8k4
HqBVg&feature=youtu.be

48 광부 3세대가 이끄는 도시재생, 고한 2019.02.27 동트는 강원

https://www.dongtuni.com/m/board/board_v
iew.php?board_id=contents&no=508&sch_k
ey=&sch_text=&cate=Economy&refer=%2F
m%2Fboard%2Fboard.php%3Fboard_id%3Dc
ontents%26cate%3DEconomy

49

야생화 골목길로 재탄생한 ‘폐광촌 18번
가의 기적’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②강원
도 정선군, ‘고한 골목길 정원’

2019.12.13
문화체육관관
부
국민소통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
o?newsId=148867495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균형발전위원장 위원장 상 수상 2018.10.06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8090717304433574&ou
tlink=1&ref=https%3A%2F%2Fse

arch.daum.net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윤경아 http://sewith.or.kr/

2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http://www.ikose.or.kr/

3 트레블러스 맵 변형석 https://travelersmap.co.kr/main/main.html

4 강원랜드 사회공헌팀 김창환
https://www.kangwonland.com/kangwonland/c
ontents.do?key=77

5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http://www.aurbanz.org/main/index.asp

6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박치득 http://www.ephub.net/

7 재미난장 / 플리마켓 고은경 https://www.facebook.com/epfunmarket/

8 마을무지개 / 케이터링 전명순 https://vrainbow.modoo.at/

9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상진 http://ksifinance.com/

10 태백시도시재생지원센터 권상동 https://www.facebook.com/URCT2019/

11 3.3기념사업회 여봉규 http://www.33mf.org/

12 영화제작소 눈 / 영상제작 강경환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FkZhj
7uXAiKwOKEt23cw

13 금자동이 박준성 https://www.kumjadonge.co.kr/

14 서울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조희연
https://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
x.action

15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정열 https://www.ss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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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17 대구 - (사)공동체디자인연구소 전충훈 https://www.facebook.com/hubcmdg/

18 울산 -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이철호 http://www.cocrenet.org/sub1_5.html

19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박치득 -

2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

21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혁신성장본부 안호범 http://gwse.or.kr/

22 충남 -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문승일 http://www.hscoop1207.co.kr/gb5/

23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https://www.facebook.com/altenergylab/

24 함백산야생화축제 위원회 한우영 http://www.gogohan.kr/

25 ㈜펜타브리드 / 광고마케팅 & CSR 박태희 http://www.pentabreed.com/main/

26 경희사이버대학교 NGO사회혁신학과 임정근 https://www.khcu.ac.kr/ngo/

27 번역협동조합 / 동시통역 죄재직 https://www.facebook.com/translationcoop/

28 리앙에이지 / 온라인 컨설팅 이무엽 http://www.rianag.com/

29 250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 -

30 13개 자치구 사회적경제협의회 -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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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다양한 입주단체와의 교류와 자극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소셜미션을 사회혁신분야를 넘어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장하게 
되었으며, 활동반경이 서울시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⑤,③,②,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박스레고” 2016~2017
재활용박스를 활용한 어린이 창
의놀이 프로그램

# 영상첨부

2 내맘대로 놀이터 2017
입주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주최한 
혁신파크 내 첫 번째 어린이 축제

https://blog.naver.com/sp
ickershopping/220997311
796

3 고한 18번가 “마을호텔” 2018~2019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지역활성
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 
지역재생의 모델을 제시한 사업

https://1boon.kakao.com/
glab/5e140efe0f44233ad2
f6226a

4 2019 고한 골목길정원박람회 2019
전문가 조경중심에서 탈피하여
전국 최초로 시도된 주민주도 골
목길정원박람회

http://www.gogarden.kr/
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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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8_영화제작소 눈

단체명 영화제작소 눈 대표자명 강경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9.01

단체 웹사이트
filmnoon.com 

페이스북 : 영화제작소 눈
제출일자 2020.03.1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강경환
작성자 
연락처

070-4268-9964
작성자
이메일

bhindmoon@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소셜디렉터 워크샵 <99초 영화만들
기> 2015.11.17. 

~12.12
서울혁신센터 O O O 

혁신파크 입주민과 은평구 주민, 서
울시민 대상 

2

필름 메이커스 페스티벌
2015.12.17.~
18.

서울혁신센터 O O O 서울혁신파크 극장동 활성화 및 독립
영화 크라우드 피칭 실험

3

소셜디렉터 워크샵 <99초 영화만들
기> 2016.08.20. 

~10.29
서울혁신센터 O O O 

혁신파크 입주민과 은평구 주민, 서
울시민 대상 

4
세월호 기억 영화제 <망각과 기억>

2017.04.13.~
18

서울혁신센터, 오
디세이학교, 세눈
컴퍼니

O O O 
세월호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5

마을호텔 18번가

2018~현재
정선군 도시재생지
원센터, 세눈컴퍼
니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18리 주민 중
심의 마을 호텔

6
주민극단 광부댁

2018~현재
정선군 도시재생지
원센터강원도 정선군 폐광지역 주민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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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7

들꽃사진관

2018.~현재
강원창조경제혁신
센터강원도 정선군 폐광지역 청년작가 창

업

8

목포독립영화협동조합(가)

2019.12.~현
재

(재)밴드, 목포도시
재생지원센터

전남 목포지역 독립영화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지역과 연대를 위한 
모델 시도에 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신나는소식] 강원도 작은 마을이 호텔이 된
다? '마을호텔 고한18번가' 이야기

2018.11.09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
018110809094837851&type=1

2 주민과 상생하는 도시재생…‘마을호텔’ 변신 중
인 폐광촌

2018.11.23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
neral/871443.html#csidx92d701b7f3dce
608a35bbd13291a1a5 

3 KBS 1TV 다큐공감 : 310회 [18번가의 기적] 2019.08.18 KBS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
episode&sname=vod&stype=vod&pro
gram_code=T2013-0126&program_id=
PS-2019113429-01-000&section_code=
05&broadcast_complete_yn=Y&local_st
ation_code=0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한종호 ccei.creativekorea.or.kr/gangwon

2 (재)밴드 하정은 sefund.or.kr

3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ydpcf.or.kr

4 정선군도시재생지원센터 이용규 aurbanz.org

5 목포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은호 mokpourc.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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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경제적 성장도는 낮아지고 사회적 활동력은 높아 짐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외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내부 공간 시설 활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의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나 의지에 점수를 줌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초기에 한 단체와 집중적 협업이었던 것이 차츰 넓어지고 있다.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초기에는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줄이고 있다

5-6. 사회적 영향력 

O

마을 호텔이라는 단어를 전국 곳곳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영향력이 미쳤다고 인정하
여 이 정도 점수이다.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

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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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⑤-①-④-③-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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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9_트루팍프로덕션

단체명 트루팍프로덕션 대표자명 박철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9.01

단체 웹사이트
blog.naver.com/true-park

http://bit.ly/true1mm
facebook.com/1ManMedia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철우
작성자 
연락처

010-2010-3503
작성자
이메일

true-park@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시�사회혁신�홍보영상�제작

2016.06~12

서울시� 서울혁신

기획과,�서울혁신

센터,�스파클링스

튜디오

O O O
서울시�사회혁신가�인터뷰�및�서울혁신파

크�소개

2

미래혁신포럼�인터뷰�영상�제작

2016.09~11 서울혁신센터 O O O
서울혁신파크�‘미래혁신포럼’�관계자�및�

국제혁신가�릴레이�인터뷰

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청소년�양성평

등� UCC제작�교육
2015~2018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O

총� 31회�교육�실시

4

한국언론진흥재단�공식�프로그램�운영�

[찾아가는�디지털�저널리즘�워크숍��1분�

영상제작]� 2016~현재
한국언론진흥재

단,�각�언론사
O

약�50개�국내�언론사�및�PD,기자�대상�

교육�실시

5

양천구�나비남�영상�프로젝트�진행

2017~현재
양천구청,� 50스

타트센터
O

양천구�나비남(50대�이상�독거남)의�자

립자활을�독려하는�문화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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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창직리포트직업의발견]� '스마트프로듀
서�박철우'

2015.9.21 한국직업방송 https://youtu.be/TodfRzxPAC0

2
<국방일보�-�우리가게�홍보영상�스마트폰
으로� ‘뚝딱’>

2015.10.26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newsW

eb/20151027/1/BBSMSTR_0000000

10437/view.do

3
스마트폰만으로�영상�만드는�‘스마트�프로
듀서’를�아시나요?

2016.8.7 블로터(Bloter)
http://www.bloter.net/archives/2611

27

4
브라보!�청춘클럽�[69회]�스마트�시니어�
/� YTN� 라이프

2018.3.22 YTN� life https://youtu.be/FdFmQKoi33M

5
무등일보�사내교육�통한�스마트폰�활용�
체험�성료

2018.5.25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

aid=1527174000556267233

6

50~60대�독거남이�만든�영화…‘나비男�
영화제’� 9월�개최

2019.8.22
사회적경제�미디

어�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

ew.html?idxno=7333

양천구� ‘제3회�나비남�영화제’� 개최 2019.9.3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19

090307045527263

7
(사)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직무역량강
화�교육'� 실시

2019.11.29
경기인터넷언론

인협회

http://www.vision21.kr/news/article.

html?no=8221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
널 표기) 

1 50플러스�재단 김영대 https://50plus.or.kr

2 한국언론진흥재단 민병욱 www.kpf.or.kr

3 감성붓다 채민경 https://gamsungbootda.com

4 선달 한준희

https://www.facebook.com/seondalhan/?eid=ARCedGxqUGj

KATXmkKkkKQpRJLA9jXbeWpDiPpuEsv13rzVZw2vJO_EfXW

h1RNpLimNZXueRczVRcSoR

5 바라봄사진관 나종민 http://barav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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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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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온라인 교육 시스템 전파 프로젝트 2020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교육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
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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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_시민방송
 

단체명 시민방송 대표자명 민경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9.07

단체 웹사이트 rtv.or.kr 제출일자 2020.03.1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재단법인 

작성자
(입주단체)

김영준
작성자 
연락처

02-6384-0001
작성자
이메일

alltv@rtv.or.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2015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2015.04.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O
시청자참여 제작지원 사업 참여 인
원(단체) 모집 및 수행

2

국제청년센터 미디어국 사업
2015.03.01.
~12.31

국제청년센터 O국제청년센터와 대학생 미디어 단 
모집 및 운영

3

2016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2016.04.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O
시청자참여 제작지원 사업 참여 인
원(단체) 모집 및 수행

4

국제청년센터 미디어국 사업
2016.03.01.
~12.31

국제청년센터 O O국제청년센터와 대학생 미디어 단 
모집 및 운영

5
시사공익 1인미디어 육성 사업 2016.04.01.

~12.09
아름다운재단 O O O

1인미디어 활동가 모집 및 육성

6
민간단체 영상제작지원 사업 2016.04.01.

~12.09
서울시 O O O

비영리 단체 영상 제작 직접 지원

7
홈페이지 리뉴얼 사업 2016.06.01.

~12.31
콜라보커뮤니케이
션

O
홈페이지 컨설팅 및 최신화

8 동아시아 시민미디어 네트워크 교류 2017.03.01.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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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12.31
동아시아 미디어단체와의 영상 콘텐
츠 및 활동 교류 사업

9

2017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2017.04.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O
시청자참여 제작지원 사업 참여 인
원(단체) 모집 및 수행

10

국제청년센터 미디어국 사업
2017.03.01.
~12.31

국제청년센터 O O국제청년센터와 대학생 미디어 단 
모집 및 운영

11
15주년 감사의 밤 행사

2017.12.21 - O O O
RTV 개국 15주년 감사 행사 진행

12

2018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2018.04.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O
시청자참여 제작지원 사업 참여 인
원(단체) 모집 및 수행

13

2018년 공익채널 수행 
2018.01.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O2018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수
행

14
KCTA 제2차 중소PP 제작지원 사업 2018.01.01.

~12.31
한국케이블협회 O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15
KCTA 제3차 중소PP 제작지원 사업 2018.01.01.

~12.31
한국케이블협회 O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16

2018 한국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2018.01.01.

~12.31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O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17
한국언론학회 제작지원 사업 2018.01.01.

~12.31
한국언론학회 O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18
청소년 미디어 교육 사업 2018.01.01.

~12.31
한국방정환재단 O O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진행

19

2019년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2019.04.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O

시청자참여 제작지원 사업 참여 인
원(단체) 모집 및 수행

20

2019-20년 공익채널 수행 
2019.01.01.
~12.31

방송통신위원회 O2019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수
행

21
2019 한국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2019.01.01.
~12.31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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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22
한국언론학회 제작지원 사업 2019.09.01.

~현재
한국언론학회 O

프로그램 제작 및 콘텐츠 발굴

23
이주노동자 미디어 Power-UP 2019.04.01.

~12.31.
시청자미디어재단 O O

이주노동자 대상 미디어 교육 실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

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지상파도 종편도 할 수 없는 방송, 우리는 해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240]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

2015.06.12
오마이뉴
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117540

2

법학·역사학자들 “‘백년전쟁’ 제재는 박정희 숭배 
역사비극”  - 159명 ‘5·16혁명’ 적시 1심 판결 비판 
의견서 제출…“전 대통령의 추행을 국가기밀로 지정
하려는가”

2015.06.04
미디어오
늘

http://www.mediatoday.co.kr/new
s/articleView.html?idxno=123442

3
‘뉴스타파’ 시사다큐 신설로 외연 확장 - 3월 프로그
램 개편, 독립PD들 제작 RTV에 선공개

2015.03.10 PD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
rticleView.html?idxno=54822

4
“우리의 할 일을 한 거다” [워커스 24호/고급진] 
류미례, 박종필을 듣다

2016.10.26 참세창
http://www.newscham.net/news/vi
ew.php?board=news&nid=101644

5
이주민 영화 출연하고 '봉변'까지, 이 남자의 삶
이마붑 M&M인터내셔널 대표 강연... "이주민 삶 
그린 영화로 계속 질문 던지고파"

2016.08.22.
오마이뉴
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237322

6

일본 자위대 행사 격렬 항의한 ‘보수단체’ 눈길 “오늘 
먹는 그 밥이 너희 제삿밥이야. 최후의 만찬!” - 지난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 
중, ‘보수단체’ 회원들의 통쾌한 ‘일갈’

2016.07.25 팩트tv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
hp?number=15470&thread=21r03

7
촛불혁명, 국내 유일 시민방송 불씨 살렸다 - 국내 
유일 퍼블릭 액세스 채널 RTV, 10년만에 ‘공익채널’ 
지정 … “뉴미디어 환경에 맞게 거듭날 것”

2017.12.22
미디어오
늘

http://www.mediatoday.co.kr/new
s/articleView.html?mod=news&act
=articleView&idxno=140421

8
시민방송 RTV, "시민참여 방송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2017.07.01.
위클리 오
늘

http://www.weeklytoday.com/new
s/articleView.html?idxno=56877

9
민주 "시민 방송 참여 늘리는 정책 만들겠다"
전국 마을공동체미디어-민주당 정책협약

2017.04.2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
icle/?no=156471&ref=nav_search

10
시민방송 RTV·MBC NET, 2019·20년 공익채널 선정
돼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

2018.11.21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
ticleView.html?idxno=139255

11
집단지성과 디지털이 만나 사회문제 해결한다
디지털사회혁신…승자독식 극복, 사회문제 해결 혁
신생태계 조성 

2018.04.27
중기이코
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
cleView.html?no=21349

12
미추홀구, 여름방학 청소년 영상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8.07.26.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
ticleView.html?idxno=1094601

13
대법원 "RTV '백년전쟁' 제재 위법"…2심 판결 뒤집
혀"공적 관심사 반영한 시청자 제작 역사 다큐"…
RTV "방통심의위 행태, 다른 방송사에도 없었으면"

2019.11.21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
ticleView.html?idxno=167821

14 RTV 시민방송 다큐멘터리 '난장이 마을' 방영 2019.08.29
공유경제
신문

http://cnews.seconomy.kr/view.ph
p?ud=20190829150805653798818
e98b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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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년만에 공익채널 시민방송, 문제는 시청률?IPTV 
3사·CJ헬로, '공익채널' 중 RTV만 채널론칭 제외…회
복 기대 무색

2019.08.12 미디어스
http://www.mediaus.co.kr/news/ar
ticleView.html?idxno=15899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서 2017.12.01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2 2019-20년도 사회복지분야 공익채널 선정서 2018.12.01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www.innovationpark.kr

2 시청자미디어재단 신태섭 https://kcmf.or.kr/cms/index.php

3 미디액트 김명준 https://www.mediact.org/web/

4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변해원 http://krmedia.org/home.php

5 한국방정환재단 이상경 https://children365.or.kr/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김신겸 https://www.kca.kr/

7 이주민방송 정혜실 http://mwtv.kr/

8 TBS 이강택 http://tbs.seoul.kr/tv/index.do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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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

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⑤, ④, ②,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매년 진행
시청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제
작지원 하는 사업

www.r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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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_물푸레생태교육센터
 

단체명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대표자명 김채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0.12

단체 웹사이트
mulpuredu.tistory.com

cafe.daum.net/mulpurecenter
facebook.com/mulpuredu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안철
작성자 
연락처

070-8863-9400
작성자
이메일

mulpurec@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생물다양성 바이오블리츠 조사

2015~2019(3
~5월, 7~8월)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전문박사진, 
숲재단, 서울환경
교육네트워크

O강서지구(김포공항습지포함), 은평
지구, 전국 하천 동시모니터링

2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 ‘마을숲
은 생태교과서‘ 2015~2020 

현재 (매년 3
월~12월)

은평구청, 마을방
과후지원센터

O
은평구의 유초중고 기관들과 협력진
행-

3

공모사업- 서부교육지원청‘ 우리숲
친’ 지역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 

2016~2019

서부교육청, 산림
청, 숲재단, 은평구
청, 녹색서울시민
위원회, 은평구평
생학습관, 강서구
청

O
환경보전시범학교,녹색서울실천공
모사업,녹색자금지원사업,지역연대
사업

4 혁신카트 모꼬지 2019.11
혁신파크대시민프
로그램TF

O O

5
혁신파크 입주단체 4층 살롱 조성사
업

2016 서울혁신센터 O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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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강서구서 멸종위기 수원청개
구리 첫 발견

2015.06 해럴드경제신문

http://heraldk.com/2015/06/01/%EC%84%9C%EC%
9A%B8-%EA%B0%95%EC%84%9C%EA%B5%AC%E
C%84%9C-%EB%A9%B8%EC%A2%85%EC%9C%84
%EA%B8%B0-%EC%88%98%EC%9B%90%EC%B2%
AD%EA%B0%9C%EA%B5%AC%EB%A6%AC-%EC%
B2%AB-%EB%B0%9C%EA%B2%AC/

2
‘공항습지서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발견

2015.05 환경TV뉴스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
html?idxno=48260

3
금개구리논/공항습지보전지구사
업

2017.11.10
농민신문(서울
도시농업e소식)

www.ozmailer.com

4
‘산림교육센터로 지속가능한 산림
복지를’

2015.11.04 한국건설신문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
xno=40287

5
지역생태활동가 도코로지스트 이
야기 

2016.11.18.
2016.12.16

뉴시스, 
은평신문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
161118_0014525856#imadnews
/
http://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
o=13528

6 습지체험, 서울에 습지가 있다 2018.10.27 요즘아빠 TV https://www.youtube.com/watch?v=9_09O7oU8dA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강화 Big Bird 
Race-알락꼬리마도요상

2018.04 강화빅버드레이
스 조직위원회 

(인천광역시포함 
5개 주최)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y2kbbung&logNo=221471309
695&proxyReferer=http%3A%2F%2Fww
w.google.co.kr%2Furl%3Fsa%3Dt%26rct
%3Dj%26q%3D%26esrc%3Ds%26source
%3Dweb%26cd%3D12%26ved%3D2ah
UKEwiZoY34xsHoAhUqGKYKHdLNCyM
QFjALegQIBhAB%26url%3Dhttp%253A
%252F%252Fm.blog.naver.com%252FPo
stView.nhn%253FblogId%253Dy2kbbun
g%2526logNo%253D221471309695%2
526proxyReferer%253D%26usg%3DAO
vVaw37S00ui8eO60SgpaPdxyA-

2
2019 강화 Big Bird 

Race-알락꼬리마도요상
2019.04 https://naturing.net/m/2813/summary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생태보전시민모임 민성환 www.ecoclub.or.kr

2 은평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 http://www.ephub.net/

3 은평구청 -시민교육과 - www.ep.go.kr

4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 https://www.facebook.com/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94

-404023209779285/

5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 https://www.facebook.com/epnet4youth/

6 Wild Bird Society of Japan - https://www.wbsj.org/ (Japanese version) 

7 은평교육복지센터 - https://ko-kr.facebook.com/ephappydream/

8 서울서부교육지원청 -
http://sbedu.sen.go.kr/CMS/openedu/openedu06/op
enedu0601/openedu060103/index.html

9 한강야생탐사센터 - http://cafe.daum.net/lovenew1004

10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 http://www.keen.or.kr/

11 자연의벗연구소 - http://www.ecobuddy.or.kr/

12 한국숲재단 - https://www.forestfund.or.kr/

13 생명의숲 - https://forest.or.kr/

15 물푸레북카페 - http://cafe.daum.net/mulpurecafe

16 고덕수변생태공원 - https://hangang.seoul.go.kr/archives/352

17 상림마을작은도서관 - https://www.eplib.or.kr/intro/lib01.as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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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5-3-2-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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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3_디자인뤼

단체명 디자인뤼 대표자명 김유숙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0.23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designre2014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유숙
작성자 
연락처

010-3842-8869
작성자
이메일

designre2014@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
신센터 
포함) 
입주단
체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트랜드작 브랜드 런칭

2016.10~
2016.12

㈜ 민들레누
비 (인증사회
적기업)

○

브랜드 스토리, 패턴 디자인 디렉팅, 스타
일 디자인 디렉팅, 패키지 디자인, 카다록, 
품평회까지 full process 진행. 통영 고지
도를 디자인화하여 제품과 로고 심볼, 패
키지 디자인에 적용

2
녹번노인복지센터 2016.03~

2016.12
○

컬러링 프로그램

3

바늘한땀 package design
2016.09~
2016.11

은평허브 ○민화 콘텐츠의 앞치마용 package 
design

4

부평청천 도서관
2016.06~
2016.07

부평청천 도
서관

○
민화 드로잉, 컬러링 프로그램

5
명랑캠페인

2016 명랑캠페인 ○
민화 거울 만들기

6
종로학원강사 신년회

2016 위버 ○
민화 garland coloring

7
전성기 재단

2016 전성기 재단 ○
민화 거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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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워크맨 제품 디자인 & 제작
2016.10~
2016.11

㈜워크맨 사
회적기업 육
성

○
육성사회적기업 kitchen fabric set
디자인 디렉팅 & 제작

9
혁신파크 얼라이언스 참가

2017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 ○
북마크 개발

10
발도로프 대안학교

2017
발도로프 대
안학교

○ ○
진로체험

11
은평청소년진로센터

2017
은평청소년진
로센터

○ ○
직업체험 ~ 디자이너

12
연신중학교

2017 연신중학교 ○ ○
복 민화 걸개 만들기

13
용인사회적경제 강의

2017.04
용인사회적경
제 지원센터

○
idea design sketch

14
한옥 박람회 참가

2017.05 ○
제2회 민화 party

15
청소년 진로체험

2017 청소년 재단 ○
디자이너

16
종로문화재단

2017.09 종로문화재단 ○
복 민화 걸개 만들기

17
강서양천교육청 선생님

2017
강서양천교육
청

○ ○
민화 거울 만들기

18
충암 진로교육

2017
서부교육지원
청

○ ○
놀이터 디자이너

19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선생님

2017
성북강북교육
지원청

○ ○
민화 거울 만들기

20
충암고 대안반 

2017 충암고 ○ ○
진로교육

21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7.09 고용노동부 ○

22
서울혁신파크 기념품 제작

2017 서울혁신파크 ○ ○
에코백 제작 디자인뤼 & 감성붓다

23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재단

2017.11
이주배경 청
소년 지원재
단

○
진로교육 idea design school

24 ART 작품 상품화 디자인 디렉팅 2017.3
이정숙 자수
작가

○

25

2018 평창올림픽 
기념품 디자인 개발 2017.12

㈜ 민들레누
비

○

누비지갑 평창고지도 디자인 개발

26

마을기업용 디자인 디렉팅

2018 다원세상 ○인천광역시 근대건축물 
디자인 개발

27
강화 신규사업 컨셉/디자인 디렉팅

2018
농업회사법인
(주)왈순아지
매

○
브랜드스토리, 컨셉, 패키지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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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은평누리축제

2018 은평문화재단 ○
홍보팀

29
은평고등학교 진로체험

2018 은평고등학교 ○ ○
제품 디자이너

30
서울시 공공구매 박람회

2018 서울혁신파크 ○
상담

31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2018 인천광역시 ○

32
무형문화재 대전 입구 

2018 - ○
deco fabric 설치

33 경주 문화재 산업박람회 참가 2018 경주문화재단 ○

34 한복상점 박람회 참가 2018 한복진흥원 ○

35 NPO 박람회 참가 2018 NPO진흥원 ○

36 다원 홍보개선 컨설팅 2018 다원세상 ○

37 와디즈 펀딩 2018 ○

38
평창올림픽 기념체험행사

2018
원주한지테마
파크

○
민화거울만들기

39
어반비즈 package design

2018 어반비즈 ○
꿀 선물세트 민화 package

40 2018 인천 OECD 행사참여 2018 다원세상 ○

41 홈페이지 제작 2018 김종혁대표 ○ ○

42
성동구청 민화 아이템 납품

2018 성동구청 ○
북마크/노트

43
마을기업 홍보 리플릿 디자인

2018.12 서울사경센터 ○ ○
은평구내 마을기업

44

은광지역아동센터 
민화프로그램 ~ 8주 2018

은광지역아동
센터

○

드로잉, 거울, 출입문 페인팅

45
마을무지개

2018.11 마을무지개 ○ ○
민화매트, 민화걸개

46

김포문화재단 보구곳 미술관 민화프로그
램 2018.11~

2018.12
김포문화재단 ○

어르신 민화 드로잉

47
서울혁신센터

2019 서울혁신센터 ○ ○
방문 기념품용 민화 가방 납품

48
한평책방

2019 한평책방 ○ ○
걸개 제작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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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다원세상 선영숙 dwcoop.modoo.at

2 송파 연화원 혜성스님 -

3 ㈜민들레누비 강분애 www.tynuby.com

4 ㈜바른참 안선영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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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④,①,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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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4_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단체명
에너지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자명 최우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0.30

단체 웹사이트 energywelfare.co.kr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복지사업)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우진
작성자 
연락처

02-3148-3366, 6677 
작성자
이메일

hap3644@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9 사회혁신 리빙랩
 홍보관 에너지절약 IOT 
시설 및 교육 컨텐츠구축

 
2019.05.01.
~11.30.

서울시, 
서울혁신센터

  

    O

O  O
1) 홍보관 iot컨트롤 시설 및 
   프로그램 세팅
2) 홍보관 계량기 부착
3) iot목업set 제작전시

2

2018 서울혁신센터 야외공간 
활성화 사업 

2018.05~1
2.

서울혁신센터, 이
풀약초협동조합, 
세라워크, 해드림 
협동조합

O O O야외공간 재 단장 및 활용
(에코 텃밭, 에코쉼터, 태양광, 
빗물저금통, 점등,      주변조경 
등 환경개선)

2018-에너지절약지원
   (에너지사랑방)사업

2018.03.01.
~11.30

서울시, 마을기업 
핸즈

O O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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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
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비고(협력내용)

1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www.i-se.co.kr 시민소통분과위원 위촉

2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altenergylab.co.kr 야외공간 태양광조립

3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승옥 solarcoop.kr 태양광패널조립협업

4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http;//hanz.or.kr 에너지교육 연계

5 이풀약초협동조합 노봉래 www.ipool.kr 텃밭조성-공유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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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 ①, ②, ④, ③, ⑤ )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홍보관 에너지절약 IOT 시설 2019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동참 유도. -

2 혁신파크 조경 개선 사업 2016 파크 내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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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5_금자동이

단체명 금자동이 대표자명 박준성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01

단체 웹사이트 kumjadonge.co.kr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준성
작성자 
연락처

02-355-8943
작성자
이메일

bingsan1@paran.com, 
bingsan4@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
업

1

대조제일시장 활성화프로젝트

2016 대조동사무소
O

회의장소대조동사무소 금자동이 협업,재래시장활
성화, 약5회 회의

2

모두의# 운영
2017~202
0

자체사업, 서울시
민

O
재생동

O
자체사업장난감,생활용품 위탁형공유매장, 

65,000명 방문

3

모두의놀이터참여

2019
지역주민, 교육기
관

O
재생동 뒷마당

업사이클 놀이터를 모두의 놀이터로 전
환, 500명

4

키즈 플리마켓
2016~201
9

은평맘톡톡

O
재생동 마당, 
업사이클갤러

리

은평맘과 함께 재생동 마당에서 키즈 플
리마켓, 누적 50,000명

5

빅뱅외벽작업

2015
김용철 작가, 강신
호 대표 등

O
재생동 외벽김용철 작가, 강신호 대표, 박준성 대표 

참여, 5명

6
사단법인 트루 설립

2019 금자동이 회원 등
O

재생동 갤러리비영리 NGO 사단법인 트루 결성, 70명

7 미혼모자립기금마련을위한바자회
2018~201
9

서울시민
O

재생동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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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혼모가족협회기금마련행사, 
44,000 명 참여 

O
극장동

8

서울예고 동아리 협업

2016
서울예고 예술동
아리

O
재생동 갤러리서울예고 동아리 수업및 작품활동, 전시, 

100명 참여

9

아트업갤러리
2015~202
0

김용철작가, 서울
예고동아리, 그 외 
방문객

O
재생동 갤러리김용철작가 업사이클 작품전 "사용된 꿈", 

55,000명 방문

10

업사이클놀이터
2016~201
9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

O
재생동 뒷마당재생동 뒷마당 업사이클 놀이터 운영, 

13,500명 방문

11

업사이클 인형극

2017 -
O

재생동 지하 
2층

장난감업사이클 교육연계 인형극 공연
1,000명 방문

12

오딧세이학교 협업
2016~201
9

오딧세이학교
O

재생동 지하 
2층

입주대안학교 오딧세이학교와 장소협업, 
600명

13
은평공동체화폐평화 협업 2017~201

9
은평사회경제허
브센터

O
재생동 모두의 

샵은평사회적경제협의체와 모두의#협업

14

은평청소년밴드 즐밴 협업
2017~202
0

즐거운밴드
O

재생동 지하 
2층

재생동 지하2층 공간활용 지역 청소년 
밴드, 400명 참여

15

자동차정원
2016~201
9

-
O

재생동 
옆마당(후문)

재생동 마당에 승용장난감 차를 이용한 
화단 

16
자치회결성 2015~202

0
파크 입주단체 -

자치회 준비위 준비위원장

17

장난감공유매장
2015~201
7

-
O

재생동 
공유매장

장난감공유, 나눔, 중고판매, 9,883명 방
문 

18
장난감분해자원봉사 2016~202

0
서울시민, 학생들

O
재생동 

아트업갤러리장난감분해자원봉사활동, 7500명 참여

19
장난감학교쓸모 2015~202

0
서울경기 유,초,
중,고등학생

O
재생동 

아트업갤러리장난감 업사이클 교육, 12,500명

20 적정기술한마당 2019 전국의 적정기술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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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주관 한마당에 참
여, 300명

단체
혁신파크 
야외공간

21

트럭공유

2016~202
0

약속의자전거, 대
안에너지기술연
구소, 크리킨디 등금자동이 소유 트럭 공유, 20단체

22
혁신파크 투어 프로그램 2016~202

0
서울혁신센터, 파
크 입주단체

O
재생동 

공유매장, 
갤러리혁신파크 방문자 투어, 8,000명

23
팬5 

2019
서울이노베이션
팹랩

O
혁신파크 
야외공간팹랩이 주관한 행사에 참여, 400명

24

플라스틱대장간
2017~201
8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

O
재생동, 

서울이노베이
션팹랩 등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금자동이 협업, 
200명 참여

25

플라스틱 서저리

2017~201
9

터치포굿, 에이컴
퍼니, 탠버린, 대
안에너지기술연
구소

O지역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40명

26
혁신파크 인사위 2019~202

0
-

운영법인 이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참여

27 혁신플랫폼협동조합결성
2018~202
0

-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슈퍼맨이 돌아왔다. 2020.04 KBS
http://program.kbs.co.kr/2tv/ent
er/superman/pc/index.html

2 장난감과 함께 사는 법 2019.10.14
경향신문 유투
브

https://youtu.be/MbHudmE_u58

3 버려진장난감의 쓸모를 찾아서 2019.10.09
월간 민들레 125
호

http://www.mindle.org/

4 안녕 난 쓸모스포머야 2019.09.03 EBS 지식채널e
https://www.youtube.com/watch
?v=AQdeMaPQ_bU

5 인터뷰 2019.10.05 주간 빅이슈 -

6 인터뷰 2019.08.23 아사히신문 -

7 버려진 장난감으로 지구를 구하자 2019.07.24 마음꽃80호
http://www.hanmaum.org/ebook
/ecatalog5.jsp?Dir=283

8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든 세월호 2019.06.2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
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5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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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려진 장난감사용해야 진짜 재활용교육이

죠!
2019.04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
cleView.html?idxno=3640

10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소비학습“ 2019.02 위클리공감
http://gonggam.korea.kr/newsVi
ew.do?newsId=01JBPeK6cDGJM
000

11
“Create Magic Out of Discarded Toys 버려

진 장난감의 이유 있는 변신”
2018.12.10 아리랑TV

https://www.youtube.com/watch
?v=NvXF1GYYxOA

12
“<꿈을JOB아라> 버려진 장난감의 변신, '장

난감 재활용 사회적기업‘”
2018.12.10 EBS뉴스

https://news.v.daum.net/v/gpPn
0jO6eV?f=p

13 걷다 서울 2018.12.01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
ta/html_dir/2018/11/30/2018113
001657.html

14
“한해 버려지는 장난감 수천 톤⋯마흔 넘어 

장난감과 사는 사연은”ㅣjobsN
2018.10.31 잡스앤

https://ccbblab.com/jobsn/item/
1595

15

 [주목! 이 사람]장난감 재활용 사회적기업 ‘금

자동이’ 박준성 대표 “버려진 장난감도 귀중한 

소재”

2018.09.17
주간경향1294
호

http://weekly.khan.co.kr/khnm.ht
ml?mode=view&artid=2018091
01524441&code=115

16 금자동이 알아보기 2018.04.17 안경잡이
https://www.youtube.com/watch
?v=xBaPuhd42HM

17 장난감으로 살아가는 금자동이 2018.03.22 더피알
https://www.the-pr.co.kr/news/a
rticleView.html?idxno=32809

18 착한기업 세상을 바꾼다 2018.01.05 TV조선 -

19 KBS 미래기획 인터뷰 2017.11.05 KBS -

20 “버려지고 싫증난 장난감의 쓸모있는 변신” 2016.12.10 YTN
https://www.youtube.com/watch
?v=67QY17BhtPM

21 “미니멀 육아 장난감 없이 살아보기” 2016.12.02
EBS하나뿐인 지
구

https://www.youtube.com/watch
?v=THnkZpFJT8A

22 “어린이 벼룩시장에서 상상 속 마을을 찾다” 2016.07.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
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225086

23 사진으로본 서울 2016.07.01 한겨레신문 -

24 장난감학교, 금자동이 2016.05.2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mov/c
ulturePdView.do?idx=4041&cPa
ge=40&area_group=0

25 버려진 장난감의 쓸모있는 변신 2016.03.06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
Page.do?news_id=N1003452074

26
“(피플)장난감 재활용 사회적기업 금자동이 

박준성 대표”
2016.01.15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
adNews.aspx?no=61576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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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엘지전자 김민석
https://www.lge.co.kr/lgekor/company/sustainability/
social_overview.do

2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https://ko-kr.facebook.com/altenergylab/

3 서울시 박원순 https://www.seoul.g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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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4, 3, 2, 1, 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모두의# 2017~현재 시민 위탁형 공유매장 www.kumjadonge.co.kr

2 사단법인트루 2019~현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www.tru.or.kr

3 장난감학교 쓸모 2015~현재 업사이클 교육활동
http://cafe.naver.com/toy
creating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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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6_숨비

단체명 창작집단 숨비 대표자명 김소은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creativegroupsumbi 제출일자 2020.03.1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소은
작성자 
연락처

010-3511-1728
작성자
이메일

so4860@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혁신파크 옥상축제 ‘엑시트’ 

- 꿈꾸는 옥상콘서트
 2019.11.2 

서울혁신파크, 
열린옥상 

  O    O     O  
청소년 타악과 김영근 콘서트 기

획 

2

두드림 워크샵 

열린 옥상 ‘ 플레이 서울’
2019.6.9. 

서울혁신파크, 
열린옥상 

O  O  O 
열린 옥상 옥상놀이터 – 공동진행 
및 워크샵 운영 

3
4.9제곱미터 아웃사이더 2018.10.6.~2

018.10.7
고양시  O      O O

고양호수예술축제 공식초청작

4

 VR 영상 “IN TO THE WATER” 

2019.1.23.~2
019.1.27

경기콘텐츠 진흥
원, 수원대 융합미
디어연구소

O      O경기콘텐츠진흥원 ART&VR 
Please Do Touth  뉴프론티어 
선정

5
물의 경계, 바람의 노래

2017.6.23.~2
017.6.25

그리니치도클랜드 
축제 사무국

O2017 영국 그리니치 도클랜드 공

식 초청작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ART&VR 프로젝트 ② 수원대 미디어융
합연구소 + 창작집단 숨비=데카르트

 2019.01.16 콘텐츠7 
http://www.contents7.com/news/ar
ticleView.html?idxno=66&repl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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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art &reply_sc_order_by=I#reply 

2
2018 고양호수예술축제 국내초청작 선
정완료

2018.05.31 한국시민뉴스
http://newscitiann.com/detail.php?
number=38692&thread=22r05

3
〈서울거리예술축제2017〉, 국내 공식초
청작품 공모

 2017.04.10 굿타임즈
http://www.goodtms.net/news/artic
leView.html?idxno=41581

4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거리예술 접목 
국악 공연 7편 공개

 2016.09.09 시사코리아뉴스
http://www.sisakoreanews.kr/sub_re
ad.html?uid=13250&section=sc9&s
ection2=전시.행사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예술 해커톤 : 공연정보데이터 2019.06.02 예술경영지원센터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
ellView.asp?ArticleID=20190604160302
02952&LinkID=533&Title=이데일리
&NewsSetID=4864&wlog_InfoBox2013
=Infobox_photo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열린 옥상 (*서울혁신파크 옥상공유지) 박혜원 facebook.com/groups/1609077559142183/

2 파쿠르제네레이션즈코리아 김지호 parkourkorea.com

3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이도흠
facebook.com/kunion2013
freeuniv.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112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2-5-3-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4.9m2 2017
2017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거리예술 창작
지원 사업 선정작 

https://www.youtub
e.com/watch?v=sOJ
pucUTf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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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7_터치포굿

단체명 터치포굿 대표자명 박미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01

단체 웹사이트 touch4good.com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인희
작성자 
연락처

02-6349-9006
작성자
이메일

greend77@touch4good.com, 
t4g@touch4good.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인천디자인지원센터운영 용역

2019.04.~12. - O 
업사이클 소재 제안 및 디자인센터 관리 

2
옥외광고소셜벤처육성프로그램

2019.05.~12.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O O O 
업사이클소셜벤처육성

3
집기 업사이클

2019.05.~12.
현대백화점, 함
께일하는재단

O O O 
백화점 집기 업사이클 및 무료나눔

4
창의력원정대

2019 마포구청 O
업사이클 교육

5
제비전시회 기획

2019 서울시 O
서울시민청 제비전시회 기획

6
제품 및 교육

2019
은평구 평생학
습관

O
교육 기획 및 이벤트 기획

7
사회적경제와 환경교육을 연계한 일자
리 창출 전략수립(2019) 2019.06~12.

13
환경부 O 

환경교육 일자리 연구조사

8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콘텐츠 운영
매뉴얼(2018) 2018.05.03.~

12.31
서울디자인단 O 

새활용플라자 교육운영 진행

9 업사이클 디스커버리 결과보고서(2017)
2017.06.01.~

서울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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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협동비즈니스사업 12.31

10

순천시 나누리센터 운영 및 업사이클  
산업 육성방안 수립 용역 보고서(2017) 2017 순천시 O

업사이클센터 운영방안 연구진행

11

전주시 업사이클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
획수립용역(2017) 2017 전주시 O

업사이클센터 운영방안 연구진행

12

자원순환사회전환을 위한 업사이클 산
업지원 관리방안 마련(2017) 2017.03.24.~

08.24
환경부 O

업사이클 산업지원 방안 연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업사이클링 기업 터치포굿 “버려진 
현수막ㆍ페트병은 물론 재개발 동네도 
신제품 재료죠” 

2020.03.02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
ews/Read/202002280981039873
?did=NA&dtype=&dtypecode=

&prnewsid=

2
신세계면세점, 업사이클링캠페인.. 네임택 
변신한 폐선불카드

2019.12.18 미래한국
https://www.hankyung.com/life/a
rticle/201912184152g

3
중고PC기부로 나눔·환경보호·일자리창출... 
1석3조 착한캠페인

2019.12.04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
s/articleView.html?idxno=80353

4 차세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을 꿈꾸나요? 2019.10.30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
eView.html?idxno=8344

5
2019 친환경대전 개막…144개 기업·단체 다
양한 친환경 제품 선봬

2019.10.23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
ws/articleView.html?idxno=1031
91

6
볼보자동차코리아 "친환경 러닝이벤트 ‘헤
이, 플로깅’ 성료"

2019.10.16 스포츠한국
http://sports.hankooki.com/lpage
/economy/201910/sp201910161
31517136990.htm

7
소재 수급 어렵고, 만들어도 팔 데 없고… 
위태로운 국내 업사이클 사업

2019.09.2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
a/html_dir/2019/09/23/20190923
01519.html?utm_source=naver&
utm_medium=original&utm_cam
paign=news

8
사회적경제, 과학기술 더하니 문제해결 빨
라지네

2019.09.09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
eView.html?idxno=7601

9
서울 소셜벤처 "기부 대신 물건에 사회적 
가치 담아 판매한다"

2019.09.03 메트로
https://www.metroseoul.co.kr/arti
cle/2019090300117

10
옥외광고센터 사회적기업 지원…‘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2019.08.23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
iew.html?no=2019082301071427
099001

11 환경·패션 모두 챙기는 '업사이클링'의 미래 2019.08.22
그린포스트코

리아

http://www.greenpostkorea.co.kr
/news/articleView.html?idxno=10
7772

12
BC카드 임직원 봉사단의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

2019.07.29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
rticleView.html?idxno=8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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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상 문제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찾
습니다"

2019.07.24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
eView.html?idxno=6886

14
"일상 문제 해결할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찾
습니다"

2019.07.15 스포츠월드
http://www.sportsworldi.com/ne
wsView/20190715507180

15
에코랜드 찾은 서울 시민들 “사회적경제와 
함께했어요!”

2019.06.18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
eView.html?idxno=6147

16
‘2019 서울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식 개최…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수여

2019.06.14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
ew.php?key=2019061400170057
8

17
아이와 가볼만한 곳, 1박 2일 도심 속 생물탐
사 여행 '2019 바이오블리츠 서울' 남산 개최

2019.05.29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
ws/articleView.html?idxno=1972
8

18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키워드 필환경-생생-
소통-화합

2019.4.05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
01904050652462971

19 버려진 자원을 재창조하는 '업사이클러' 2019.03.25 월간리쿠르트
http://www.hkrecruit.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645

20
AK갤러리 수원점서 다음달 14일까지 업사
이클링 아트 작품 만날 수 있는 전시 
‘RE-BORN’ 열려

2019.03.13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news/
articleView.html?idxno=206527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표창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여) 2019 서울시 -

2 발명의 날 우수기업, 국무총리상 2018 행전안전부
https://blog.naver.com/79808
75/221670401178

3 감사패 201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
옥외광고센터

http://www.munhwa.com/new
s/view.html?no=20180524010
71203010002

4 위촉패 2018 여성가족부 -

5 공로패 2017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

6 감사패 2017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은평구평생학습관 edu.eunpyeong.go.kr  

2 슬로리프로젝트 이영훈 slowreproject.com

3 금자동이 박준성 kumjadonge.co.kr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re.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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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

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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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입 : ④②⑤③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집기나눔이벤트 2018 백화점 집기 나눔 진행 
https://www.instagram.co
m/p/BwfPBSNJl4a/?igshid
=1r9lwp5gqg5hq

2 핫팩플렉스 나눔 이벤트 2019
남겨진 핫팩 , 사연을 받아 필요한 단체
를 선정해 무료나눔 진행 

https://blog.naver.com/tou
ch4good/2217667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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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8_비건타이거

단체명 (주)비건타이거 대표자명 양윤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04

단체 웹사이트
vegantigerkorea.com

facebook.com/VEGANTIGERKOREA
instagram.com/vegan_tiger

제출일자 2020.04.03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양윤지
작성자 
연락처

070-4771-0888
작성자
이메일

vegantiger@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
업

1

London Lion 엄브로 x 비건타이거

2020.03
~12

(주)데상트코리
아

O 
글로벌 기업인 엄브로 코리아와 함께 영국
을 상징하는 사자를 캐릭터화 하여 7가지 
아이템 디자인. 현재 디자인 진행 중
10월 말에 제품 출시 예정

2

Super Animal Fur 이노션 x 비건타이거

2019.09
~2020.0
2

(주)이노션월드
와이드

O 

상상 속 동물을 캐릭터로 만들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모피를 만드는 비건패션
에 대해 영상제작, 화보촬영, 의류제작,
거리 캠페인, 백화점 전시 등을 진행. 광고회
사 이노션, 장콸 작가, 디지페디 뮤직비디오 
감독, 걸그룹 이달의 소녀 이브가 함께 참여
했으며 유튜브에 업로드 된 기업 캠페인 
영상의 경우 30만뷰 이상 달성

3

VEGAN ODYSSEY 아모레퍼시픽 x 비건타
이거

2019.05
~10

(주)아모레퍼시
픽

O 비건타이거의 슬로건과 그래픽을 활용한 
페니백, 무릎담요, 에코백 제작. 프리메라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여 브랜드 홍보 마케
팅 및 디자인 계약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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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산업포럼 문화체육관광부 x 한국콘
텐츠진흥원

2019.06
.19

문화체육관광
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O 10년 후를 위한 2019 콘텐츠 산업포럼의 
디자이너 패션포럼인 ‘패션의 미래, 콘텐츠
를 디자인하라’에 연사로 참여해 ‘패
션, 문화콘텐츠가 되다’라는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진행 

5

VEGAN FESTIVAL 비건페스티벌코리아 x 
비건타이거 2016.05

~2019.1
1

비건페스티벌
코리아, 서울혁
신파크, 서울혁
신센터 

O O O 국내 최초, 최대의 비건 페스티벌로 연 2회 
개최. 매 회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콘텐츠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Meet COTERIE: The Premier Global Event 
Within The New York Fashion Marketplace

2019.10.21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josephdea
cetis/2019/10/21/meet-coterie-the-pre
mier-global-event-within-the-new-york-
fashion-marketplace/#7fc969731971

2 비건타이거, 패션 ~ ACC 비건 풀 컬렉션 제안 2020.02.07 Fashionbiz
http://www.fashionbiz.co.kr/TN/?cate=2
&recom=2&idx=176457

3
거부감 줄고 품질은 ‘감쪽’… 푸드·패션·뷰티까
지 ‘비건’ 열풍

2020.02.0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arcid=0924120691&code=11151400&c
p=nv

4
“‘동물 털로 옷을 만들었다고요?’하는 시대가 
오겠죠”

2019.12.0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
/wild_animal/920113.html

5
"나도 채식 해볼까" 15일 서울혁신파크서 '비
건페스티벌'

2017.10.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01
0165300004?input=1195m

6
[ESC] 비건 화장품, 비건 패션···‘쓰는 채식’이 
뜬다

2018.10.0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pecialsection
/esc_section/864312.html

7
[혁신의 꿈터를 찾아서]⑧ 친환경 페스티벌 
기획 ‘비건타이거’

2016.06.0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
t_view.html?artid=201606012243005&c
ode=940100

8
양윤아 비건타이거 대표
비건은 문화다

2018.07월호
TOPCLASS 
(조선일보) 매
거진

http://topclass.chosun.com/board/view.
asp?catecode=L&tnu=201807100017

9
[2019콘텐츠산업포럼]②지속가능한 패션, 이
제는 선택 아닌 ‘필수’

2019.06.21 웹데일리
https://news.webdaily.co.kr/view.php?ud
=20190621175000674001286bacad_7

10
[Insight] 밀레니얼 세대와 교감?…재미가 전부
는 아니다

2020.01.2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
w/2020/01/7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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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주관 ‘2020 제8회 
Nextgen Designer Awards‘ 여성복 부문 1위 수
상

2020.03 
산업통상자원부, 대
구광역시

http://www.daegufashio
nfair.com/front/board/vi
ew.php?code=notice&n
o=1943

2
광저우패션협회 주관 ‘2019 A/W Global Original 
Design Brand Awards’ 브랜드 대상 수상

2019.07 광저우패션협회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윤리적패션네트워크 이미영 https://blog.naver.com/ethicalfashion2017

2 (사)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홍은주 http://www.cfdk.org/about/organization.asp

3 (사)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http://www.koreafashion.org/intro/intro_history.a
s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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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①,②,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비건페스티벌 2016~2019
매년 서울혁신센터에서 열리는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비건 
라이프스타일 페스티벌

facebook.com/veg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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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_리쿱

단체명 협동조합 리쿱 대표자명 임상렬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16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Ricoop.net 제출일자 2020.03.12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임상렬
작성자 
연락처

02-312-0308
작성자
이메일

srdi.lim@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
신센터 포
함) 입주
단체와 협
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2016 사회혁신 콘서트_타운홀미팅

2016.06
서울시, 나래
커뮤니케이션
즈

○ ○
사회혁신의 목표와 과제 토론, 공유

2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사회혁신 인식조사

2016.03 사회혁신리서
치랩 ○ ○ ○

사회혁신 인식과 과제 발견

3

낙원상가 돈화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 인식조사

2016.07 두꺼비 하우
징 ○ ○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해당지역 거주 
주민의 인식 진단

4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의식조사

2016.08 서울시(한겨
레서울&) ○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지표 개발

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인식도조사

2016.08 서울시, 희망
제작소 ○ ○지속가능 지수  측정 및 서울시 정책 확

장을 위한 자료 수집

6

한국패션봉제 아카데미 교육생 현황 조
사+좌담회

2016.10 한국패션봉제
아카데미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업전문교

육 수요 진단

7
서울시복지재단 타운홀미팅

2016.10 서울시
복지재단

○
복지 욕구 파악

8
혁신형사업 경영멘토링

2016.12 서울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경영멘토링

9
강동지역 가죽패션산업 관련 창업 수요 
조사 2016.12

강동구(사회
적경제지원센
터)

○

청년스타트업 기회 파악

10 2016 서울여성플라자 이용시민 설문조사 2016.12 서울시여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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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족재단

여성공간 이용도 증진 방안 모색

11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소개집 정보수
집 2017.03 서울혁신파크 ○ ○
파크 단체 정보 수집

12
과학기술인력 경력개발  좌담회

2017.04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과학기술 인력개발 방안 연구

13
성수동 수제화 실태조사

2017.04 소상공인
연구원 ○

사업지원정책 방안 모색

14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017.07 IRC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15
2017서울국제여성영화제 관람실태 분석

2017.07 서울국제여성
영화제여성영화제 운영전략 제안

16
공적영역 성차별 실태 조사 연구

2017.07 IRC
공공부문 성차별 실태 진단

17
2017 목재문화지수(목재문화 인지도 지
표)실태조사 2017.08 산림청
생활 목재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

18
충북 균형발전 방안 연구

2017.08 충청북도 ○균형발전지표 측정 및  정책 우선순위 
발견

19
공예산업 인력실태 조사

2017.09 IRC
공예산업 인력개발 방안 도출

20
하천수사용료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 전
문가 의견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2017.11 서울연구원
수자원, 물관리 방안 마련

21
미니태양광  설치관련 시민의식조사

2017.11 서울시 ○
태양광 에너지 활용 인식 진단

22
2018 여성영화제  관람실태 조사

2018.06 서울국제여성
영화제여성영화제 운영전략 제안

23
청계천 문화디지털 시설물 관련 설문조
사 2018.07 서울연구원
운영 및 시설 개선방안 마련

24
사회서비스원  설립관련 이해관계자 의
견조사 2018.07 서울연구원 ○ ○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공급 방안 

25
서울시 미니태양광  수요조사

2018.08 해드림 ○ ○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수요진단

26
중소기업  FTA 활용 애로 조사

2018.09 중소기업
연구원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방안 

27
도봉산역 거리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8.09 도봉구청 ○
거리상점(노점상)에 대한 지원정책 모색

28
한국사회  이민자에 대한 인식 조사

2018.10 IRC
다문화 정책수립을 위한 방안

29
2018년 층간소음 입주자 만족도 조사

2018.10 서울시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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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소직종 임금실태 조사

2018.11 IRC
직업 환경 및 처우 개선

31
동물보호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2018.11 원포인트듀오 ○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32
2019년 용인시 청년 실태 조사

2019.02 쿠피협동조합
청년 문화와 취업환경 진단

33
성남시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2019.03 성남시
거주환경 개선 방안 모색

34
2019 사회혁신 인식 조사

2019.04 서울혁신센터 ○ ○ ○서울혁신파크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35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평가

2019.04 서울시 평가
협업담당관실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수요를 파악

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

36

동북권 혁신파크 설립을  위한 서울혁신
파크 입주단체 조사

2019.05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건립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

37
서울시 미니태양광  수요조사

2019.05 썬에너지 ○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자료 확보

38

나주시민의 도시농업환경 여건 및 정책 
조사

2019.06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

중장기 도시농업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
보

39
대구신청사  건립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2019.06 대구경북
연구원신청사 건립지 선정을 위한 시민토론 분

석

40
2019 전기차 이용행동 조사

2019.09 한국교통
연구원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정책의 

개선방안과 신규 기술 니즈 도출

41
2019 목재문화 인식 조사

2019.09 산림청
생활 목재이용 증진을 위한 방안 연구

42
사회적 조명에 대한 설문

2019.01 주식회사 중
민 ○ ○ ○사회적 조명에 대한 정책판단의 기초자

료 확보

43

새로운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구상을 위
한 사례 분석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은평구 시민교육 조사 2019.10 은평구 ○ ○

은평구 정책의제 발굴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44

세월호참사 피해지역 회복사업 평가와 
개선안 수립을 위한 조사

2019.11 정책공방유즈 ○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 회복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

45

2020  서대문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
설 주민의견 조사

2020.02 서대문구청 ○
생활SOC 공간활용의 효율성, 주민의 참
여도 증대 방안 연구

46 전기차 V1G 실증실험을 위한 패널구축 
및 사전사후 조사 분석 2020.02 전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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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서울&

47 한국교통연구원 2020.03 성남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http://gnhforum.org

2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http://gdse.org

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https://www.kird.re.kr

4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http://www.dgi.re.kr

5 두꺼비하우징 김덕수 http://www.xn--oo0bu9hpujowi94dfwv.net

6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

7 서대문구도시재생단 - -

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김은실 http://siwff.or.kr

9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https://www.welfare.seoul.kr/

1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

11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옥경 http://www.seoulwomen.or.kr

12 서울연구원 서왕진 www.si.re.kr

13 서울혁신센터 황인선 https://www.innovationpark.kr

14 소상공인연구원 정재철 http://microbiz.or.kr

15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https://open.parti.xyz

16 정책공방유스 - -

17 주식회사 중민 이준규 https://ppenc.modoo.at

18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https://www.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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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쿠피협동조합 장승권 https://www.facebook.com/coopycooperative

20 한겨레신문 양상우 www.hani.co.kr

21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www.koti.re.kr

22 한국전력연구원 김숙철 www.kepri.re.kr

2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www.krila.re.kr

24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전순옥 http://www.kassa.kr

25 희망제작소 정지강 https://www.makehope.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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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모두 다 해당. 우선 순위 3가지 정도가 좋을 듯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2,4,3,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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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_아름다운커피

단체명 아름다운커피 대표자명 고광모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16

단체 웹사이트 beautifulcoffee.com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영민
작성자 
연락처

070-4942-0770
작성자
이메일

ggomin@bcoffee.org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공정무역 교육
2015. 01~
2019. 12

50+재단
성북구청

O O O일반시민대상 공정무역 교육 진행(매년 
3,600여명 참여)

2
청소년 공정무역 교실

2015. 01~
2019. 12

초, 중, 고등학교 O O학생참여 공정무역 교육 진행(매년 3천여
명 참여)

3

공정무역 생산지 지원 및 파트너십 사업
2015. 01~
2019. 12

코이카 O O
네팔, 페루 협동조합 비즈니스 역량강화 
및 지원(매년 5천여만원 소셜프리미엄 지
급)

4

네팔 지진 재건 복구
2015. 01~
2019. 12

바보의나눔 O O생활자금, 커피묘목, 트라우마트레이닝 
등 복구활동 지원(총 $128,797 지원)

5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2017. 01~
2019. 12

아시아공정무역
네크워크, 어스맨, 
우리밀, 위캔쿠키, 
더데스트키친, 아
름다운가게, 이룸
푸드

O O O

사회적기업 제품 유통확대 사업진행 

6

소상공인 카페 지원
2015. 01~
2019. 12

쿠스치노, 베스트
빈, 폰타나. 숨, 오
늘, 예도가배, 주인
공, 풍조한식탁 등

O O O소규모개인카페 사업자 대상 지원(12개
소 매년 13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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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매지컬 초콜릿/꿈꾸는 코코아 프로젝트
2016. 01~
2019. 12

행동도시락 사회
적협동조합

O O O
취약계층아동 대상 공정무역제품 지원사
업(매년1천만원)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여성 농부들 깨어나 ‘커피소득 남성 독점’ 불공
평 깨트렸죠”

2019.11.2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
ociety/women/918002.html
#csidxcd396a42074ed01a1f
4107e4faa65cb 

2
아름다운커피, 사회 문제 해결하는 커피 ‘솔브’ 
첫 출시

2019.11.13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
articleView.html?idxno=857
8

3 최빈국 네팔 살리는 공정무역 커피 2019.06.02 YTN
https://www.ytn.co.kr/_sp/1
210_201906021939012110

4 공정무역 커피 한 잔 하실래요? 2019.03.18 YTN
https://www.ytn.co.kr/_ln/01
06_201903181540236405

5
‘공정무역 자판기’ 커피, 초콜릿 3번 구매하면 무
료 음료

2018.11.15 뉴스1
https://www.ytn.co.kr/_ln/01
06_201903181540236405

6 프렌차이즈 커피숏 창업비 평균 1억 2000만원 2018. 05.10
아시아경
제

http://view.asiae.co.kr/news
/view.htm?idxno=20180510
08591714644

7 ‘공정무역 커피 받아가세요’ 2017.12.0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
PYH20171204107100013?in
put=1196m

8 공정무역 캠페인 펼치는 아름다운 커피 2017.12.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
w/?id=NISI20171204_00136
15847

9 아름다운커피, 공정무역교실 보고회 2017.03.16 서울&
http://www.seouland.com/a
rti/society/society_general/1
676.html

10 한국씨티은행 아름다운커피 나눔 2017.05.12
뉴시스, 매
일경제, 이
데일리

http://www.newsis.com/vie
w/?id=NISI20170512_00129
99216

11 아름다운커피, 용감한 초콜릿 무료증정 행사 2015.02.10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
ws/read?newsId=02919206
609269208&mediaCodeNo
=257&OutLnkChk=Y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SK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2017~2019 SK http://www.socialincentiv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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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재)아름다운가게 홍명희 www.innovationpark.kr

2 사)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Chairman www.ngokcoc.or.kr

3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김경민 www.kfto.org

4 강원랜드 문태곤 kangwonland.high1.com

5 인터브랜드 문지훈 www.interbrand.com

6 단국대학교 김수복 www.dankook.ac.kr

7 (주)세정 박순호 www.sejung.co.kr

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www.childfund.or.kr

9 개발협력연대(DAK) 이미경 koica.go.kr/koica_kr

10 (주)해피머니아이앤씨 최병호 www.happymoney.co.kr

11 하나은행 지성규 www.kebhana.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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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3-1-2-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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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_두꺼비하우징

단체명 두꺼비하우징 대표자명 김승권, 김미정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11.20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groups/toadhousing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미정
작성자 
연락처

02-383-2025
010-9433-6019

작성자
이메일

toadhousing@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도시재생공동체활성화Project
(은평구 불광동 향림마을, 금천
구 금하마을, 도봉구 도봉2동) 2016.

10~
현재

은평구관련부서, 
서울시관련부서,
지역내외사회적
경제다수,지역내
주민모임다수,자
인생태건축,적정
기술공방등

O

O
(도시재생대
학: 집수리 실
습,재생동,참
여동 공유동)

O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활성화

2

사회주택 콘체르토 (청년공유
주택) 조성, 운영

2014.
05~
현재

서울시, SH, HUG, 
서울시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따
뜻한사회주택기
금, 한국사회주택
협회 등 다수,오요
리 아 시
아,AFN,CHRD

O - O부담가능한 주거비, 지속가능
한 커뮤니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회적부동산개발(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혁신파크
민자부지개발계획, 강북미아)

2017.
04~
현재

LH, 서울사회적경
제지원센터,나눔
과미래,서울사회
적기업협의회

O
O

(사업기획:
공유회의실)

O

Building our place, Growing 
our community

4

건축학교(서울집수리아카데미,
언플러그드큐브스쿨,성북고령
친화형하우징케어서비스,아시
아모두를 위한 도시 포럼)

2015.
09~2
019.5

자인생태건축, 적
정기술공방, 북한
산목공방, ACHR
(아시아주거연합), 
CAN(국제거뮤니
티건축가그룹), 서
울시,성북구, 은평
구, 연세대, 리드릭

O
(재생동 공유
공간, 스페이
스 류, 제작
동)

O

알기쉬운 집수리학교(스스로집
고치기, 함께하는 동네집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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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빈집 살리기로 주거난 해소하는 
(주)두꺼비하우징

2017.07.21 이로운넷 https://ppss.kr/archives/123241

2
KBS 미래기획 2030 “착한실험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2017.11.05 KBS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
=episode&sname=vod&stype=vod&p
rogram_code=T2016-0557&program_i
d=PS-2017184654-01-000&section_co
de=05&broadcast_complete_yn=Y&lo
cal_station_code=00#more

3 빈집에 생명력을... ‘고쳐 살자’ 2018.05.19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
o=196739#08gq

4
에너지 빈곤층 없는 사회 우리가 
만듭니다

2018.07.31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275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우수친환경 사회적기업 2014.11 LG,전자, LG화학

하단 별첨2 환경부장관 표창 2015.12 환경부

3 LH사회적경제협업사업 우수상 2018.12 한국토지주택공사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OURS (The Organization of Urban 
Re-s) 

펑양카이
(사무총장)

OURS: The Organization of Urban & 
Regional Studies

2
TURC (Taipei Urban Regeneration 
Center

Ching-Che Hung www.turc.org.tw

3 CAN (Community Architect Network Nad http://communityarchitectsnetwork

4 한국사회주택협회 김종식 http://www.socialhousing.kr

5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사회적기업
협의회

윤경아, 변형석, 
김정렬

http://sewith.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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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 ② → ⑤ → ④ →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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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허세부리기좋은집 Project
(사회적경제 협업사업)

2018

사회주택 조성과 운영과정에
서 혁신파크 입주 SE 및 외부 
SE와 협력을 통해 상호거래촉
진, 상호역량 공유를 통해 사업 
성과 높임

-

2

기후변화대응 LH 혹한, 폭서 대비 
독거노인열환경개선사업
(사회적경제 협업 및 취약계층 일자
리 창출사업)

2019

LH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독
거노인의 열환경개선하여 사
회적경제성장과 입주민 일자
리 창출하고 탄소배출량 감소

-

3
스스로 집고치기, 함께하는 동네집
수리 건축학교

2011~현재
땀흘리는 노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 건설분야 건강한 일
자리 창출

-

4
도시재생대응 공공임대주택, 생활
SOC복합화 사회적부동산개발사업

2019~현재
토지가치의 사회화, 민,관협력
을 통해 노후주거지 활성화 기
여,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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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우수친환경 사회적기업 2014.11 LG,전자, LG화학

하단 별첨(이미지)2 환경부장관 표창 2015.12 환경부

3 LH사회적경제협업사업 우수상 2018.12 한국토지주택공사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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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_스페이스숨건축사사무소

단체명
스페이스숨

건축사사무소
대표자명 신지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30

단체 웹사이트 spacesoom.com 제출일자 2020.03.0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신지현
작성자 
연락처

02-6010-1016
작성자
이메일

office@spacesoom.com, 
jihyun.shin@spacesoom.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작당시작 네트워킹 프로젝트
<옥상의 발견: Happy Hour>

2016.05.01.~
10.04

서울혁신센터, 슬로리
프로젝트

○ ○ ○

혁신파크 옥상 활용의 시발점 

2

작당시작 공간기반 프로젝트
<미래청 2층 Inno Deck Plaza> 서울혁신센터, 슬로리

프로젝트
○ ○ ○

혁신파크 옥상활성화 비전제시

3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시 토지임
대부주택의 토지투기방지 효과와 
서민주거비 경감 효과 검증>

2019.05.02.~
11.30

서울특별시
함께주택협동조합

○ ○

토지임대부주택 모델 제시

4

행복주택 추진성과 분석 및 주거서
비스 수요조사 용역 2019.06.01.~

11.01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연구원

○

임대주택 유형 제시

5

평창 패럴림픽 민간시설 접근성 개
선사업 2017.07.10.~

2018.02.08
문화체육관광부, 
새건축사협의회

○

이동약자 접근성 개선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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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수궁 한눈에’ 세실극장 옥상, 시민휴식공간
으로 변신

2020.02.05
서울특별시 ‘내손
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
ves/1267758

2
덕수궁옆 세실극장 옥상, 시민휴식공간으로 
탈바꿈...8월 개방

20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
0200204166100004?input=1195
m

3 정동 세실극장 옥상 대형휴게공간 재단장 2020.02.0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
w.asp?arcid=0924121466&code
=11131400&cp=nv

4 공간에 꿈을 담다. 학교화장실의 대변신! 2016.12.05
서울특별시 ‘내손
안의 서울’

http://mediahub.seoul.go.kr/archi
ves/1047500?tr_code=snews

5 이거 실화?...서울 초중고교 화장실 톱10 2017.11.2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
15198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세실극장 시민공간 조성 지명설계공모 / 당선 2018.12.14 서울특별시 -

2 영남중학교 다목적강당겸 체육관 설계공모 / 최우수상 2016.12.13 서울특별시 교육청 -

3
작당시작 네트워킹 프로젝트 <옥상의 발견: Happy 
Hour> / 당선

2016.05.01 서울혁신파크 -

4
작당시작 공간기반 프로젝트 <미래청2층 Inno Deck 
Plaza> / 당선

2016.05.01 서울혁신파크 -

5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시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투기방지 효과와 서민주거비 경
감 효과 검증> / 당선

2019.05.02 서울특별시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함께주택협동조합 박종숙 https://ko-kr.facebook.com/withcommon/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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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④, ③, ①, ⑤, 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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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서울시 공공건축가 2018~현재 설계공모 심사, 공공건축 설계 및 자문 -

2 서울시 마을건축가 2019~현재 양천구 마을지도 작성 및 시범사업 진행 -

3 서울시 학교화장실 디자인디렉터 2015~현재 초,중,고 10개교 화장실 개선 -

4
은평구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회

2020~2022 민관협의회 참여 -

5 인천시 도시재생 총괄계획가 2018~현재 부평구 맑은내마을 희망지사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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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4_이풀약초협동조합

단체명 이풀약초협동조합 대표자명 노봉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30

단체 웹사이트
ipool.kr

facebook.com/herbcoop
https://smartstore.naver.com/ipool13

제출일자 2020.03.0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노봉래
작성자 
연락처

02-3674-5200
작성자
이메일

ipoolcoop@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국내판로개척
(현대백화점 수도권 5개 지점 설명절세트 
납품, 롯데홈쇼핑, 쿠팡, 위메프 등 입점)

2015.12~
2017.12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아름다운가게

○ ○ -

토종약초 관련제품의 판매확대

2

해외시장 진출
(이풀약초 10개 품목, 미국LA, 씨애틀, 뉴
질랜드 수출, 35,000불) 2016.07~

2019.01
- ○ ○ -

소규모약초농가지원 및 
토종약초해외시장진출

3

해외시장 개척
(베트남, 싱가폴 무역사절단,싱가폴 백화
점 판촉전참가, 베트남 카페쇼 참가, 동경
식품박람회, 동경포장박람회, 동경기프트
쇼 참관, 
미국FDA조사관 이풀 현장실사)

2016.05~
2018.05

서울산업진흥원
열매나눔재단. 
한국전력

○ - -

이풀제품의 해외시장 진입가능성 및 경쟁
력 평가

4
새로운 제품개발(카페메뉴2건,육수재료2
건)

2017.02~
2019.10

- ○ ○ -

약초를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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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고  소규모농가의 판로를 확대하
고 소비를 확산시킴

5

새로운 유통채널 입점시도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의 전통적인 약초판
매 채널과는 다른 유통방법시도)

2017.08~
2019.12

서울산업진흥원, 
해피빈, 함께일
하는재단, 동그
라미재단, 열매
나눔재단, 한전,
JP MORGAN 등

○ - -

새로운 채널 입점을 통한 매출증대

6

공공시장진출
(청와대, 산림청, 한수원,
사회복지기관 등)공공기관 납품 

2016.08~
2019.12

산림청 및 산하기
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한
국임업진흥원, 
서울혁신센터 등 

○ ○ ○

판로확대 및 매출증가

7

지적재산권 등록
상표등록 1건(이풀채수)등록,1건(이
풀채소다시) 출원중 2019.10 - - - -

상표권 침해 보호

8

약초농부밥상
(파크입주자 80명에게 약초를 이용한 
밥상제공) 2016.11.03

오요리아시아, 
이피쿱

○ ○ ○

약초를 이용한 밥상제안

9

약초오락 체험프로그램
(퇴직자 예정자 200여명에게 은퇴후 
진로탐색) 2017~2019 노사발전재단 ○ ○ ○

약초활용의 다양성 소개

10

시니어 직무련장 제공 2017.06
~
2017.09

신나는조합 - ○ -
약초소비문화 확산

11
액티브시니어를 위환 약초학교(30명)

2017. 08-09 50+재단 - ○ -

약초소비문화 확산

12

청소년진로탐색
(충암고, 진관중 등 매년 100여명 체험
프로그램시행) 2017~2019

은평사회적경
허브센터

- - -

청소년에게 토종약초의 우수성과 소중
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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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달장애인직무훈련 및 아트워크숍, 
작품으로 크라우드 펀딩진행(손그림
엽서로 목표 200% 달성)
(총 7명, 고용 2명)

2017.05
~

2019.02

커리어플러스
센터

○ ○ -

약초를 매개로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직무 개발

14

‘이로운 풀로 세상과 소통하기’ 워크숍
(발달장애인 6명과 아트워크숍 진행하
고 구산도서관에 전시)

2019.09
~

2019.10

서부장애인종
합복지관, 카카
오 캍이가치,함
께일하는재단, 
서울시협동조
합지원센터, 신
협

○ ○ ○

약초를 매개로 발달장애인들의 재능을 
개발 

15

지역 약초생산조직과 연대,  경북 영주 
약초작목반의 GAP경연대회 지원하여 
은상수상

2019.10

영주시,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영주장수약초
작목반

○ - -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정직한 농부의 경영지원을 하여 이풀 
브랜드가치제고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앿초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시도록. 농부들의 
도전

2015.09.30 한겨레
http://www.hani.co.kr/art
i/society/rights/710725.
html

2
[협동조합을 가다]
사람에게 ‘이로운 풀’을 정직하게 사고 팔다

2015. 겨울호 생협평론 생협평론 2015년 겨울호
아이쿱생협

3

[기획취재]
신소비계층에 주목하라
'리프 건강차'/통통튀는 포장 친절한 설명 
'20~30대 공략'

2016.04.22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
/news/articleView.html?i
dxno=144704

4
[기획취재]
편의성 높인 약초차로 젊은 이 공략

2016.07 디지털농업

http://www.dnong.co.kr/
sub21/sub1_1.php?smen
u=sub22&stitle=sub22_
1&s_cd=4000&ar_id=40
002016070022

5
[뉴스 취재인터뷰]
협동조합이 대세? 준비없이 했다간 낭패

2017.01.27 MBC

https://news.naver.com/
main/read.nhn?mode=L
SD&mid=sec&sid1=102
&oid=214&aid=000072
6640

6
가치있는 삶을 살기위한 착한소비, 
한잔의 이로운 풀, 이풀약초

2017.12.28
쿠켄

(Cook&)
http://naver.me/GlYk7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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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취재]
약초’ 안전하고 간편하게 마셔요

2018.04.03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
news/articleView.html?id
xno=14549

8
[기획취재, 창업가의 사계]
창업 5년차, 매일 새롭고 매일 힘들다 

2018.06.27 더 스쿠프 http://naver.me/GIjx2rG
O

9
[기획취재, 창업가의 사계]
다시 만난 가을...그는 약속을 지켰다

2018.11.06 더 스쿠프 http://naver.me/5qOma
6KN

10
[다큐멘터리]
미니다큐 나눔, 이풀약초협동조합

2018.12.12 평화방송 https://youtu.be/cU6qAL
dbxXI

11

[기획취재]
공동 브랜드에서 ‘종합상사’까지…사회적경
제에 부는 ‘유통 혁명’

2019.01.2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
i/economy/economy_ge
neral/879590.html

12
[기획취재]
17개 약초 농가, 티백 차 상품 개발과 수출 
길 열어

2019.10.27 평화신문

http://www.cpbc.co.kr/C
MS/newspaper/view_bo
dy.php?cid=765116&pat
h=20191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적기업 스타상품 우수상 2015.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

http://www.ipool.kr/commu
nity/view.php?seq=77

2
하이서울 어워드(이풀약초, 2g의 
휴식/배려)

2016.06 서울산업진흥원
https://smc.sba.kr/Pages/Bu
sinessInfo/HiSeoulAward.as

px?p=0-

3
하이서울어워드(시트러스필/페릴라
민트)

2018.07. 서울산업진흥원
https://smc.sba.kr/Pages/Bu
sinessInfo/HiSeoulAward.as

px?p=0

4 공로패(발달장애인 취업 기여) 2018.02 커리어플로스센터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인삼특작이용팀, 
약용작물과

황정환
http://www.nihhs.go.kr/usr/main/m
ainPage.do

2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https://www.kofpi.or.kr/index.do

3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재민 http://www.caritasworld.org/

4 동신대 한의대 정종길 
https://www.dsu.ac.kr/kr/index.php
?pCode=coorien

5 한살림 서울 권옥자 http://seoul.hansal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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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새 에프앤씨 정경아 http://isae.co.kr/main/main.php

7 이피쿱 최연식
https://blog.naver.com/se365comp
any/221687457739

8 상생상회 조혜원 https://sangsaeng.seoul.go.kr/

9 롯데백화점 강남점 농부세상 고민영 -

10 쌈지농부 천재용 https://farmingisart.tistory.com/

11 해피빈 공감가게 최인혁
https://happybean.naver.com/flowe
r/product

12 동우당제약(주) 허담 http://www.dongwoodang.co.kr/

13 (사)한국생약협회 백문기 http://www.koreaherb.or.kr/kherb/

14 은평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치득 http://www.ephub.net/

15 가톨릭사회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안성철
https://www.facebook.com/caritasc
oop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

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

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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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2 → 4 → 3 → 1 → 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이풀다방 2021년
이로운 풀을 매개로 다양한 경험
을 나누는 커뮤니티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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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5_자인생태건축

단체명 자인생태건축 대표자명 김정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30

단체 웹사이트 jainarch.com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정호
작성자 
연락처

070-8765-6444
작성자
이메일

ecojain@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
시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서울적정기술 협의회 구성 
2015.10.
~현재 

서울혁신파크, 적
정기술협의회

O서울 혁신파크 적정기술 관련 단체 협의 
구성 

2

여수시 광림지구 새뜰마을사업 2015.11.
~
2016.10.

여수시청, 두꺼비
하우징 

O O여수시 광림지구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
랜 수립

3

2016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016.05
두꺼비하우징, 적
정기술공방, 북한
산마을목공방

O O시민대상 집수리과정 교육/강사 및 운영
진 참여 

4

서울 은평구 뚝딱뚝딱 건축학교
(Unplugged Cube
 School)진행 2016.10.

~11.

은평구청, 두꺼비
하우징, 적정기술
공방, 해드립협동
조합, 인공감, 티섹
구조,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
터

O O O

은평 꿈마을 소속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건축 기술 체험 및 직업진로 프로그램

5
은평 도서관마을 옥상 정자공사

2016.11
북한산마을목공
방, 적정기술공방

O
도서관 옥상에 정자 등 쉼터 공사

6

펠렛난로설치사업
2016.11.
~12.

환경재단 O O재활용연료 펠렛을 이용하는 난로설치사
업

7 사회적경제 장애인 신규일자리 모델발굴 2016.12. 리드릭, 두꺼비하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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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우징, 북한산마을
목공방, 물푸레생
태교육센터

장애인 사업장 신규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목공교육

8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016.11.
~12.

두꺼비 하우징, 적
정기술공방, 북한
산마을목공방

O
집수리를 통한 주택유지관리 능력배양

9

2017 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활성화 사
업 2017.06.

~12.
서울혁신파크, 적
정기술공방

O O O
청소년 건축창의 놀이교실

10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017.06.
~12.

서울시,
두꺼비하우징, 적
정기술공방, 북한
산마을목공방, 마
을기술센터 핸즈 

O
강사, 진행 3회(1회8주)

11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턴트
2017.06.
~12.

서울시, 마을기술
센터 핸즈

O서울시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컨설턴트

12

녹번산골마을 마을가꾸기
사업 목공교육 2017.07.

~08.
북한산마을목공
방

O O
도시재생주민 목공교육

13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강화사업
2017.08
~10.

서울시 에너지시
민협력과, 적정기
술공방 

O O주거분야에서 에너지 문제 재고와 집수리
의 방향성 제시 

14

 국민디자인단 2017.10.
~
12.

아산시청, 동정리
마을회

O아산 염치읍 동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
업 국민디자인단 활동(서비스디자이너)

15

난곡난향 주거재생 집수리교실

2017. 12.
난곡난향도시재
생지원센터, 적정
기술공방

O
도시재생지역 주민대상의 집수리교육

16
청년귀농 생활기술 워크숍 2017.12.

~
2018.01.

씨즈, 적정기술공
방, 북한산마을목
공방

O O
귀농청년을 위한 생활기술교육

17

충암고 건축진로프로그램 2017.11.
15.~12.0
4.

충암고, 적정기술
공방, 북한산마을
목공방

O O고등학생 직업진로 및 건축 관련 진로 체
험 수업

18

시흥시 귀농귀촌교육 2017.12.
,
2018. 03.

시흥시, 생생협동
조합

O지방정부간 도농연대시범모델 
귀농귀촌 주거전략 교육

19

충암고 건축기술교실

2018.01
충암고,  적정기술
공방, 북한산마을
목공방

O O고등학생 직업진로 및 건축 관련 진로 체
험 수업

20

가습기제작 워크숍 & 적정기술 화덕 워크
숍

2018.01.

사회경제 기술혁
신랩(세운상가), 
자인생태건축, 북
한산 마을 목공방 

O
도시 지역 적정기술 적용 및 대체 난방에 
관한 리빙랩 

21 장위동 집수리교실 2018.03. 장위도시재생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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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주민대상의 집수리교육
원센터, 적정기술
공방

22

“How Fun - 진화하는 생태기술놀이터”

2018.05.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광주광역시, 
시소, 적정기술공
방

O O버려지는 재활용 파렛트를 활용한 놀이 
구조 제작 및 혁신 놀이터 제작 

23

장위동 주택진단 교육

2018.05.
장위도시재생지
원센터, 적정기술
공방

O장위동 도시재생지역 주민대상 주택진단
교육

24

보령 개화3리 주민교육
2018.05.
~06.

보령시, 개화3리
마을회보령시 개화3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주민교육

25

E-집수리 서비스개발 워크숍
2018.05.
~07.

적정기술공방, 녹
색연합, 성대골, 
FT+

O O O와트몰 개발을 위한 에너지 집수리 서비스 
개발 워크숍

26
2018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2018.06.

~12.
서울시, 적정기술
공방

O O O
도시재생 및 집수리 시민 교육 체계 구축 

27

불광2동 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교실
2018.06.
~07.

불광2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두꺼비
하우징, 적정기술
공방 

O O O집수리 아카데미 시민 교육 시스템 도시재
생 지역에 접목 

28

은평구 불광2동 마을건축가
2018.06.
~11.

은평구청, 불광2
동 도시재생지원
센터 

O O O불광2동 도시재생지역 건축전문코디네
이터 활동

29

불광2동 주택관리사 양성교육
2018.07.
~08.

불광2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두꺼비
하우징, 적정기술
공방

O O
주택관리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0

서울시 2018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2018.07.
~11.

서울혁신센터, 숙
명여대「삐죽B죽 플레이스」 구축을 통한 시장공

동체 활성화

31

불광동 사회경제특구 집수리 지원단 집수
리 실습진행

2018.08.
불광동 사회경제
특구 집수리 지원
단, 적정기술공방  

O O
도시재생지역 교육 이수 주민의 실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 활동 

32

불광2동 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교실 심화교육

2018.10.
16.~11.2
7.

불광2동 도시재생
지원센터, 두꺼비
하우징, 적정기술
공방

O O

집수리 주민모임 심화교육

33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공유작업장 내단열 

2018.11.
서울시, 집수리아
카데미, 적정기술
공방

O O
집수리아카데미 심화과정을 활용한 단열 

34
충암고 집수리교실 2018.11.

6.~12.29
.

두꺼비하우징, 적
정기술공방, 북한
산마을목공방

O O
청소년 집수리교실

35 소셜 디자인 기술혁신랩 지역상생 건축학 2018.12. 서울시사회적경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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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뚝.딱.뚝.딱 건축캠프”
제 지원센터, 적정
기술공방

도시 직장인들을 위한 도심 주말 건축 프
로그램 스스로 집을 짓는 과정 실습 

36

3.1기념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봉사단

2019.03.

충암고, 적정기술
공방, 서울시 집수
리아카데미 수료
생 

O O집수리 아카데미 이수자들의 실습을 통한 
기술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사회 기여 프
로그램 

37

불광2동 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교실
2019.03.
~05.

불광2동 도시재생
센터, 적정기술공
방

O O O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집수리 역량강화 
사업

38
성북구 고령친화하우징케어사업단

2019.04.
성북구, 연세대, 두
꺼비하우징, 북한
산마을목공방 

O O
고령친화형 하우징케어 사업단 실습교육

39

2019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기초과정/심화과정

2019.04.
~12.

서울시, 적정기술
공방

O O O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시민 기술 
역량강화 및 조직화를 통한 집수리 관심 
시민 네트워크 및 문화 조성  

40

어울초 배움터 프로그램

2019.05.
~07.

마을무지개, 맘스
아지트, 핸즈, 노는
엄마협동조합, 은
평도서관마을사
회적협동조합, 세
라워크 

O O
어울초 배움터 놀이와 기술 프로그램 진행

41
서울혁신파크 정문 경비실 옥상 방수공사

2019.07.
서울시, 서울혁신
파크, 적정기술공
방

O O O
2019집수리아카데미 심화 방수과정

42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오픈스페이스 
리모델링 계획에 따른 벽면 아트타일 공사 2019.07.

10.

서울시, 서울혁신
파크, 적정기술공
방

O O O
2019집수리 아카데미

43

은평제비둥지단 2019공동교육
2019.07.
~08.

은평구, 적정기술
공방, 북한산마을
목공방

O O O고등학교을 대상으로 건축, 집수리 실습
교육을 통해 집수리봉사 참여

44

불광2동 2019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
교실 2019.10.

~11.

불광2동 도시재생
센터, 적정기술공
방

O O O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집수리 역량강화 
사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7 청소년진로탐색프로젝

트 <오감상상PLUS9_시각편>
2017.02.02

송석복지재단 

소식

http://www.songsuk.org/xe/index.php?mi

d=board_QZUF64&document_srl=1430&

order_type=asc&sort_index=regdate&list

Style=list 

2 [생활기술워크숍#4] 단열, 도 2017.12.23 씨즈 소식 http://renew.theseeds.asia/news/view?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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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방수 배우기 =63&division=&page=

3
집수리 아카데미의 친근하고 

활기찬 선생님 김정호 대표
2018.06.27

[서울시]온동

네소식지(2017

년 8월호)

https://uri.seoul.go.kr/surc/archive/newsVi

ew.do?bbs_master_seq=NEWS&bbs_seq=

2952 

4

청소년 진로체험 ‘그린멘토 스

쿨’ 참가자 무료모집, 자원봉사

시간 인정

2018.09.04 한국강사신문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

Print.html?idxno=6618 

5
인천 부평구 토론회 "주민참여

예산 상시운영해야"
2018.10.10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

ew.html?idxno=1292915 

6
갈곡리공원의 ‘기적’…쓰레기 

놀이터에서 주민참여 공간으로
2019.01.24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soc

iety_general/4552.html 

7
전북도, ‘한방에 배우는 도민 예

산학교’ 개최
2019.05.03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5

03_0000640348&cID=10808&pID=10800 

8
강원도, 참여예산위원 역량강

화 교육 30일 실시
2019.05.29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

90529000699 

9
[전북소식] 군산시 28일 시민참

여예산학교 개최
2019.06.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4

043300055?input=1195m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9 주민자치주간 지방분권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2019.10.31 서울특별시장
http://www.tvseoul.kr/mobil
e/article.html?no=26692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협동조합 이장 임경수 https://www.facebook.com/ejangcoop 

2 (주)소박한풍경 지은진 http://e-sopoong.com/ 

3 (주)두꺼비하우징 김미정, 김승권
https://www.facebook.com/groups/toadho
using/ 

4 (주)적정기술공방 정의웅 http://atworkshop.or.kr/ 

5 북한산마을목공방(유) 김광주 -

6 협동조합 리쿱 임상렬 www.ricoop.kr
7 (주)시소 김명은 www.playseesaw.co.kr

8 콜라보커뮤니케이션즈 김종혁 www.colcomm.net 

9 (주)CHRD 권소진 www.kchrd.co.kr

10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www.handz.or.kr  

11 마을방송TV(모두의라이브방송협동조합) 홍승표 www.ep.maeul.tv 

12 은평구청 -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김미경 www.ep.go.kr 

13 부평구청 -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준택 www.icbp.go.kr 

14 성남시청 은수미 https://www.seongnam.go.kr/main.do 

15 여수시청 도시재생과 권오봉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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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울시 주거재생과 /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원순 https://www.seoul.go.kr/ 

17 아산시청 건설과 오세현 https://www.asan.go.kr/main/ 

18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http://www.naas.go.kr/ 

19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윤달상 http://www.kafarmer.or.kr/ 

20 귀농귀촌종합센터 - http://www.returnfarm.com/ 

21 포천농업기술센터 이경훈
http://www.pocheon.go.kr/agro/contents.d
o?key=10091 

22 재단법인 환경재단 이세중 http://www.greenfund.org/ 

23 송석복지재단 이명수 http://www.songsuk.org/xe/index 

24 불광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 https://blog.naver.com/redpigrg 

25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 - https://www.facebook.com/urbanjangwiur 

26 충암고등학교 이경석 http://cham.hs.kr/index.do 

27 사단법인 씨즈 이은애 https://www.theseeds.asia/ 

2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 

29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http://www.imcd.co.kr/open_content/main/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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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②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은평제비둥지단 2018, 201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축, 집수
리 실습교육을 통해 집수리봉사 
참여

-

2
서울시 참여예산 협치형사
업

2018, 2019
서울시 정책과제를 위해 협치형
사업으로 2년 연속 제안, 선정

https://yesan.seoul.go.kr/n
oti/newsView.do?bbsId=B
BSMSTR_000000000061&
nttId=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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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6_지식순환협동조합

단체명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표자명 이도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1.30.

단체 웹사이트
freeuniv.net

facebook.com/kunion2013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강정석
작성자 
연락처

02-6401-0115
작성자
이메일

kcunion2013@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위탁운영

2015.03~
12

서울특별시  O녹번역 위치한 서울시민대학 은평학습장 위
탁운영, 20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00
여명 참여자 모집

2

지순협 대안대학 운영
2014.01~
현재

없음  O  O  O2년제 8학기 대안대학 과정 운영, 150명의 
입학생 모집, 22명 졸업

3

밀어쓰는콘테이너 ‘자유예술캠퍼스’ 운영
2016.04~
11.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
예술장돌뱅이

 O  O서울혁신파크 야외공간 활성화사업(구조물 
운영 : 밀어쓰는콘테이너) 

4

자유교양과정 설치를 위한 기반연구사업
2017.01~
06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연구
정보원

O
일반고 자유교양과정 교과목 연구사업 진행

5

자유교양과정 교과서개발
2017.09~
12

서울시교육청 O자유교양과정 교과서 <호모스토리텔리쿠
스> 개발

6

자유교양과정 교과서 교사연수

2018.01 서울시교육청 O O자유교양과정 교과서 개발 관련 교사연수 진
행 50명 교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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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2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램 위탁운영

2018 . 0 2 
~2019.02

서울시교육청, 
시민자치문화센
터, 한국예술종
합학교(컨소시
엄)

성동구 위치한 제2창의예술교육센터 프로그
램 위탁운영, 50여개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
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타락한 대학 밖에서 ‘코뮌주의’로 대안 찾아
보겠다

2015.12.15.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
iety_general/722039.html

2
학생이 아니라 자율적 인간 꿈꾸는 동반자 
기다립니다

2016.12.16.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
iety_general/722294.html

3
인공지능 시대의 보편적 교양교육을 위한 
창조적 실험

2017.02.28.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
/?no=151774#09T0

4
지순협 대안대학 학생, 그들의 1년을 돌아보
다

2017.03.0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
/?no=151775#09T0

5 대학 밖에서, 독립연구자의 가능성을 묻다 2018.04.06.
독립연구자네
트워크 궁리

http://gungli.net/interview/posibility/

6
학교를 떠났다고요? ‘삶 속’으로 더 들어온 
거에요

2018.09.04.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
ooling/860559.html

7 한국 대학은 죽었다 2019.04.03.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m/m_article
/?no=235173

8 새로운 교육 실험과 전망을 모색하는 긍지 2019.10.21. 아르떼365

http://arte365.kr/?p=76169&fbclid=I
wAR0T9sf4ycoE8A97WKG144FSF4p0
UcUGHtXB56wbzQBHHP_eJRVtNuiKIJ
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문화연대 임정희 http://culturalaction.org/

2 문화/과학 이광석 https://www.facebook.com/culturesciencetheory/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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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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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지순협 대안대학 2020 2년제 8학기 대안대학 과정을 운영합니다. www.freeuni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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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7_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단체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표자명 김두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12.07

단체 웹사이트
hopeandlaw.org

facebook.com/HopeandLaw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법률)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강현진
작성자 
연락처

02-364-1210
작성자
이메일

hope@hopeandlaw.org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공익인권법실무학교(제 4~8회)
연 1회 (6월 말, 
이틀간 진행)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

O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에 
관한 교육 제공

2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

연 2회 (1월, 7
월 4주 간 진행)

O O공익인권 활동과 소송 등 실무교육으
로 예비법률가 양성

3
LGBTI 법률가대회(제 1~5회)

매년 8월 (1박 
2일 진행)

게이법조회, (재)공
익인권법재단 공감

O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 대상, 서
로 경험과 문제의식 공유

4

1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17.07.17.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O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
들을 홍보부스 참가

5
18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18.07.14.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O희망법의 성소수자인권을 위한 활동
들을 홍보부스 참가

6
“기본권을 다시 생각하다” 강좌

2017.11.16.~
12.14.

창비학당 O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 시즌2 강좌 
진행

7
청년허브 <삶의재구성학교> 강의

2017.07.13. 청년허브 O O O
주제: “내 안의 마이너리티와 마주하
기”

8 와글와글영화제
2016.09.23.~
09.24.

주최 : 에이유디 사
회적협동조합, 장애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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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역 단체들과 함께하는 은평
장애인인권영화제

인여행문화연구소, 
장은사, 은평인권네
트워크, 후원: 서울
혁신파크, 서울특별
시

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016.02.02. 

~2019.02.01.
서울특별시 O

위원 참여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위원회 2016.04.25~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O

위원 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인권은 멀리 있지 않다 - 박한희 변호사 2020.03.01
참여연대, 미디어
오늘 공동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
.nhn?volumeNo=27629696&memberNo=
44644797&vType=VERTICAL

2 ‘성전환 여대생’이 소환한 박한희… “수
술 안 해도 성별 인정해줘야”

2020.02.14.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2002061174052307

3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
움

2020.02.12.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
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
de=001620200212141515068680

4
[Y현장] "밤샘·야간촬영"...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 토론회가 고발한 민낯(종
합)

2020.01.14. YTN뉴스 https://www.ytn.co.kr/_sn/0117_20200114
1837099202

5 사회 바꾸는 인권변호사…제8회 변호
사공익대상에 ‘희망을만드는법’ 

2020.01.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view.html?artid=202001081509001&code
=940100

6 [피플]"장애인 딸과 비장애인 아빠, 상
영관서 편하게 영화볼 날 오겠죠?"

2020.01.05.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
0010415468227809

7
올해 공익변호 어떤 성과 있었나…법조
공익모임 나우, ‘2019 공익변호 활동 
보고회’ 개최

2019.12.11.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5768

8 ‘친밀한 관계’ 이용한 착취가 정당화되
는 사회

2019.11.0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
View.html?idxno=203360

9 자살로 수사종결 현대중 하청노동자 2
심서 산재 인정

2019.08.17.
오마이뉴스, 노컷
뉴스 외

http://www.ohmynews.com/NWS_Web/Vi
ew/at_pg.aspx?CNTN_CD=A0002562917

10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
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2019.07.04.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view.html?artid=201907041822001&code
=940100

11 공익변호사 늘었지만 재정 등 어려움 
여전

2019.04.27.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
general/891739.html

12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 “장애인 화장실
ㆍ방송 수화 확대… 그냥 얻어진 건 없
죠” 

2019.04.1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
/201904181691023189?did=NA&dtype=
&dtypecode=&prnewsid=

13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 허술한 법] 아
역 배우들의 촬영현장 눈물이 성장통?

2018.12.2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iew.html?idxno=155759

14 법원 “위험을 이유로 시각장애인 놀이
기구 탑승 막는 것은 ‘장애인 차별’”

2018.10.12. 비마이너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
2689&thread=04r01

15 [날아라 청변] “성소수자 차별 폐지 앞
장”…조혜인 ‘희망법’ 변호사

2018.03.12. 법률신문 뉴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
egal-News-View?serial=140084

16 법원 “영화관들, 시청각 장애인에 자막·
화면해설 제공하라”

2017.12.07. 한겨레신문 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
general/822509.html#csidxa287c06dee48
d35b11e29c0c5ab4f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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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불산누출 사건 
대부분 공개 판결 환영”

2017.11.06. 로이슈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
=2017110616322084099a8c8bf58f_12

18
“인권은 합의의 대상 아냐”···시민단체
들 차별금지법 유보 문재인·안철수 비
판

2017.04.2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
view.html?artid=201704251657011&code
=940100

19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단체 “혐
오 행위 법적 대응할 것”

2016.05.19.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94016

20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15.12.09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
?board=news&nid=10031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변호사공익대상 2020.01.10 대한변호사협회 www.koreanbar.or.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https://hanbit.center

2 기업인권네트워크 - http://csr.action.or.kr/ktnc

3 서울여성노동자회 손영주 http://equaline.or.kr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종걸 https://ko-kr.facebook.com/lgbtactkr

5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종걸 https://equalityact.kr

6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김나영 http://srhr.kr

7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http://audsc.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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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②,④,③,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2020
감염병 상황에서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이야기해보고자 합
니다.

https://www.facebook.c
om/KRCOVID19

2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2017~2018

트랜스젠더들이 성별정정 과정에서 겪
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법원에 성별정정 
매뉴얼 제작 등 구체적인 절차개선 요구
를 위한 조사 진행

http://news.khan.co.kr/k
h_news/khan_art_view.h
tml?artid=2018061906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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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1_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단체명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자명 문아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1.19

단체 웹사이트
peacemomo.org

facebook.com/peacemomo0904
instagram.com/daily_peacemomo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전세현
작성자 
연락처

02-6351-0904
작성자
이메일

jsea.momo@gmail.com, 
peacemomo0904@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평화교육 입문과정(평화교육 
진행자되기 과정)

2016~현재 - O O O

2016년~현재 700명 참여

2

모모평화대학

2016~현재 - O O O
대학 밖의 대학, 대안대학으로써 
국내에 아직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평화학/평화교육학을 다루는 전문 
집중 과정 : 2016년~현재 1,100명 참여

3

청소년 집시 위크

2016~현재 서울특별시 O O O청소년 프로그램 : 2016년~현재 96명 
참여

4
전쟁의 북소리에 춤추지 않는 교육

2017~현재 - O O O
연례포럼 : 2017년~현재 400명 참여

5

살롱 드 모모

2019.03~12 통일부 O O O지금, 여기의 현안들을 평화와 
연결해서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자리 
: 2019년 3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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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일본 때문에 위기? 엄청난 외교적 
기회가 도래했다 - [주장] 시험대 
오른 한국의 외교력... 품격 있는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2019.08.
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559560 

2

그 도덕 교사는 성윤리 수업에 최선

을 다했다 - '성비위'로 직위해제... 

논쟁적인 주제 다루라는 진보교육

감 어디로 갔나

2019.08.
1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560679

3
'가르치지 않는 평화교육'으로 일상

의 분단 깨닫기
2019.08.
18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

ml?idxno=224832&fbclid=IwAR2_hU5-vsoY5y

_bqDnOG_jO6ncA8Y-mNCKwIpVEfDw0gFfyM

NpaqTYtj7s

4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

이 왜 필요한가요? - [전쟁없는 세상

을 위하여 ④] 무기박람회에서 청소

년의 꿈과 희망을 찾을 이유는 없다

2019.10.
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A0002579098&fbclid=I

wAR3NbOGLH2euYopduITxw1yqpQrUgWVIG

TbX2_ON3PuwObJsdJgajvfZK1U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20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

업 우수사업 표창
2018.12, 
2019.12

서울특별시 -

2 제4회 박영숙 살림이상 (전세현 사무국장 수상) 2018.05.25 박영숙 살림터

https://www.women
news.co.kr/news/art
icleView.html?idxno
=142058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전쟁없는세상 박승호 www.withoutwar.org

2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www.peoplepower21.org

3 청년허브 안연정 youthhub.kr

4 UNOY Laura Lasance uno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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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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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2,4,3,5,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청소년 집시위크 2015~현재
청소년 글로컬 평화 이노베이터 양
성 프로그램

https://peacemomo.org/bo
ardPost/101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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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2_에듀머니

단체명 에듀머니 대표자명 이성용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4.28.

단체 웹사이트 edu-money.co.kr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송민영
작성자 
연락처

02-775-7670
작성자
이메일

edu775@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2016.04.01.
~2017.01.31

.

주빌리은행, 건
강 세 상 네 트 워
크, 건강세상네
트워크

◯ ◯ ◯
체납자 피해사례 상담센터를 구축,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2

재무상담 사례회의

2017.08.31.
주빌리은행/전
국 금융복지상
담센터

◯ ◯ ◯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를 공유

3

금융복지컨퍼런스

2017.11.23.
주빌리은행/전
주시/전국 금융
복지상담센터

◯ ◯우호적인 금융 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참여하여 컨퍼런
스 개최

4

찾아가는 재무상담

2018.~ 수시

주빌리은행/각 
의뢰 기관(자활
센터, 주민센터 
등)

◯ ◯ ◯자활센터, 주민센터, 노동자쉼터 등에서 재
무 및 채무상담을 실시, 취약계층의 재무 
자립도 향상 노력

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대회

2019.11.09.

금융피해자교류
회/아키타변호
사회/주빌리은
행

◯ ◯한국, 일본, 대만의 금융피해자에 대한 현황
과 문제점 공유, 금융피해자 구제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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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복지상담사 양성과정 2019.08.24.
~2019.11.02

.

금융복지상담협
회/주빌리은행

◯ ◯ ◯올바른 재무관리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사 양성 프로그램

7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성과보고대회

2019.11.27.
주빌리은행/금
융복지상담협회

◯ ◯ ◯전국 단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성과를 보고
하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센터의 
필요성 홍보

8

전국금융복지상담센터 통합사례 회의

2020.01.15.
주빌리은행/금
융복지상담협회

◯ ◯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사례 공유 및 정보 
교류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시흥 일가족 극단적 선택 뒤엔 개인회생
제도 실효성 문제 있었다

2019.05.0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
ead/201905071007055984?did=DA&dt
ype=&dtypecode=&prnewsid=

2
채무자회생법 부칙개정안 입법 촉구 기
자회견

2019.05.14 기업경제신문
http://www.yhenews.com/news/newsvi
ew.php?ncode=1065610218351625

3
빚 고민 상담할 공공인프라 시급...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안’윤곽 나와

2019.07.20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
View.html?idxno=367953

4
“약탈적 금융환경 개선 최일선에 선 사
람들이죠”

2019.08.24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
view.html?ID=89134

5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2019.09.27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
View.html?idxno=373298

6 국회는 ‘연체’된 책임을 이행하라 2019.10.28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
obile/at_pg.aspx?CNTN_CD=A0002580
804&CMPT_CD=SEARCH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롤링주빌리 설은주 www.jubileebank.kr/ 

2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유순덕 www.kfwc.kr/ 

3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설은주 http://strikede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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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미선(센터장) g-counseling.gcgf.or.kr/ 

5 은평금융복지상담센터 김연진(주무관) http://sfwc.welfare.seoul.kr/

7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강명수(센터장) www.seongnam-fwc.kr

8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박준영(센터장) galgury.or.kr/main/index.ph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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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⑤,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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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4_올더콘서트

단체명
올더콘서트

(구 문예콘서트)
대표자명 이수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10

단체 웹사이트
alltheconcert.com

facebook.com/alltheconcert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수진
작성자 
연락처

02-303-3166
작성자
이메일

info@alltheconcert.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
신 센 터 
포함) 입
주 단 체
와 협력
하여 수
행한 사
업

1

2016 신나는 예술여행 어쿠스틱베케이션 

2016.04.~
09.

주최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
관광부,기획재
정부 복권위원
회 

O

서울과 경기(부천•수원), 인천, 충청, 전라
도 김해 등 청소년 쉼터 및 복지관 시설 
대상 문화소외 대상 찾아가는 공연.
-참여 예술인수 : 7명
-전국 순회공연 : 총 7회 
-수혜인원 : 총 600명

2

2016년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
김별아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2016.09.2
3

주최 : 수원시
주관 : 수원시도
서관사업소
후원 : 수원교육
지원청,주민자
치센터,도서관·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 

O O

수원의 뜰에서 배움과 인문의 꽃을 피우다’
라는 주제로 평생학습축제, 주민자치박람
회, 독서문화축제 등 3개 행사를 통합해 
시민들에게 흥미로운 양질의 학습축제 제
공. 북콘서트 외, 야외 부스 캘리그라피 코
너로 ‘감성붓다’를 추천 제안하여 진행.
-참여 예술인수 : 9명
-참여 관객 : 300명

3 제 1회 은평북페스티벌  “책 읽는 은평마을”
2016.10.0
3

주최 : 은평구작
은도서관협의
회
주관 : 은평구, 
은평누리추진
위원회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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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 서울특별
시

은평 골목골목의 작은도서관과 동아리들
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주민과 함께 시와 
음악이 있는 가을, 책축제 현장의 주인공
으로 초대함
-참여 예술인 및 지역주민 : 20명
-공연 : 총 1회 (피아노숲)
-참여관객 : 총 200명

4

2013-2017 안양대학교 기독문화학과 교
양 수업 현장 교육 프로그램 (8주차 프로그
램)

2016.09~
 2017.11 

주최 : 안양대학
교
주관 : 안양대학
교 기독문화학
과

O O
기업 및 문화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부각되
고 있는 문화마케팅과 현장 실습, 관련된 
제반 내용과 현상들을 체험해 보는 취업 
교양 수업
참여 학생 : 평균 10명
참여 공연 실습 : 총 4회

5

2016-2019 청소년을 위한 진로와 인문학

2016~201
9

주최 : 전국 교육
청 및 도서관 
주관 : 학교

O O

인문학으로 만나는 진로와 진로탐색 강연
과 콘서트, 인문학적 사유의 공유를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나의 잠재력은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 질문·대답한다. 
2부 콘서트에서는 음악(시 노래 등)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을 높인다. 
-참여 예술인 : 7명 
-참여 학교 : 30곳
-참여 학생수 : 1,000명

6

2016-2019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인문학

2016.
-2019

주최 : 전국 교육
청 및 도서관 
주관 :  학교

O O

교과서 밖 문학을 통해 자기 인생의 주인
이 되고 스스로 꿈을 찾는 방법 공유.운동
을 키워드로 한 역사와 철학을 배우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동기 부여.걷기, 
달리기 등 학교와 일상 속에서 가능한 운
동 속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 탐구
-참여 예술인 : 7명 
-참여 학교 : 90곳
-참여 학생수 : 3,500명

7

2017 문화가 있는 날 : 시는 음악을 타고 
<저녁의 시음(詩音)회>

2017.06.2
8.~07.08

주최 : 은평구, 
한국예총고성
지회

O O

우리의 아름다운 시(詩)를 노랫말로 감성
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를 바탕으로 장르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창작곡들로 구성.국
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
-참여 예술인 : 7명 
-참여 관객 : 350명

8
2016-2019 작가와 함께하는 한 책 읽기 
선포식

2016~201
9

주최 : 전국 교육
청 및 도서관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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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 시민들과 함께 
읽기를 선포하는 ‘한 책 읽기 선포식’은 
모든 시민을 책 한권으로 연결해주는 지역 
도서관 선포 축제로 작가와 시민독자들과
의 만남을 보다 의미있는 공연으로 만든다.
-참여 예술인 : 6명 
-참여 주민 : 회당 평균 5명
-참여 도서관 : 45곳
-참여 관객 : 350명

주관 :  도서관

9

2017 신천사편지 발간식 기념 북콘서트

2017.09.2
7.

주최 : 시흥시
주관 : 신천동주
민센터

O

경기도 시흥 신천사람들이 띄우는 그때의 
기억을 구술로 엮어 만든 인터뷰 만화 기록
책 발간기념 북콘서트로 기록된 원주민을 
무대로 모시고  동네 이야기를 주민 참여 
연극으로 퍼포먼스 하여 공연의 참여와 
완성도를 높임
-참여예술인 : 5명
-참여 주민 : 12명
-참여 관객 : 70명

10

2016-2019 음악과 무용으로 만나는 시인 
김소월 &윤동주 콘서트

2016~201
9

주최 : 전국 교육
청 및 문예회관,
도서관 등
주관 :  학교 및 
도서관, 공연

O O

전국 도서관 및 학교,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북콘서트로 음악과 무용으로 만
나는 시를 만나보는 다원인문 콘서트
-참여예술인 :  7명
-참여 기관 : 75곳
-참여 관객 : 1,050명

11

2016-2019 예술나무 조건부 기부금사업 
<찾아가는 콘서트>

2016.10.~
12.

주최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후원 : 기부
CMS회원

O O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나
무 한 그루”를 키움으로써 문화예술 후원을 
확대하고 전 사회적으로 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개인의 소액 정기후
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추진하는 범국민 
참여 캠페인 기부 콘서트 정기 진행
-참여 예술인수 : 12명
-전국 순회공연 : 총 30회 
-수혜인원 : 총 1,670명

12

2016-2019 진로 특강 탐방
전국 학교 대상 문화예술 전공 및 단체장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탐방
을 진행하여 진로의 다양한 길과 문화 연대, 
공연장 및 도서관 탐방, 문화단체가 조합을 
만든 사례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

2016~201
9

주최 : 전국 교육
청 및 학교
주관 :  관련 학
교

O O O

-참여 예술인수 : 3명
-참여 학생수 : 90명

13

2016-2019 시노래 음원제작
2016~201
9

O윤동주 시, 백석 시, 문태준 시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를 대상으로 시노래 음원 제작

13 2019 파발제 개막 <파발통 토크콘서트> 2019.05.3 주최 : 은평구 O O O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173

개최 20회를 맞은 은평구 브랜드 축제 
‘2019 파발제’ 콘서트 시행사로 과거 파발
제가 조선시대 긴급 사안을 전달하던 통신 
제도의 교서였다면 21세기 양천리, 서울혁
신파크에서 펼쳐지는 2019 파발제는 음악
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희망의 교서”라는 
메시지를 담아 무대 설치 및 용역, 시나리
오, 대본 일체를 맡아 무대 연출 진행함

1

주 : 은평문화재
단
후원 : 서울시
협력 : 서울혁신
파크 

14

2019 다원인문콘서트 <노래하는 시 춤추
는 은유> 

2019

주최 : 문화체육
관광부
주관 : 한국도서
관협회
시행 : 서율

O O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북콘서트와 강연, 
판소리, 스트리트 댄스, 연극 등 여러 장르
를 융복합한 공연과 캘리그라피 체험행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네 도서관과 직장, 
복지관에서 진행하여 문화소통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문콘텐츠를 제공함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문예콘서트,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2019 파발제 토크 콘서트' 개막식 맡아

2019.05.31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
hp?ud=20190531000174

2
은평구, 밴드 서율 ‘저녁의 시음(詩音)회’ 
콘서트 열어

2017.06.19 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
02&oid=277&aid=0004016825

3
은평구, 어쿠스틱밴드 ‘서율’과 ‘저녁의 시
음회’

2017.06.19 헤럴드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
02&oid=016&aid=0001252479

3
문예콘서트, 신나는 예술여행 '어쿠스틱 
배케이션' 공연 선보여

2016.09.23.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
html?idxno=246921

4
문학과 어쿠스틱 음악의 만남, 문예콘서
트로 감성 충전

2016.09.23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60669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전문인력 우수단체상> 수상 201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http://m.gokams.or.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한국도서관협회 남영준 www.kla.kr

2 서율 현상필 www.bookconcert.net

3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수진 www.gsvli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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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공명 서형원 www.gongmyoung.co.kr

5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이미경 https://epafterschool.com

6 감성붓다 채민경 https://gamsungbootda.com

7 고릴라크루 신일호
https://www.youtube.com/channel/
UCwcVVHZsTVma0DfpQfomGTA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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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3,1,2,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길 위의 인문학 방방곡곡 도서관이 
찾아가는 콘서트

2020
지역적으로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접 찾아가는 인문콘서트

-

2
다원인문콘서트 - 노래하는 시, 
춤추는 은유

2020

인문학 강연과 음악, 스트리트 댄스, 
판소리, 연극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공연을 선사하는 다
원콘서트

-

3  2020년 책노래 음원 제작 2020
2010년부터 꾸준히 발표하는 문학을 
소재로 하는 책의노래 서율 밴드  음원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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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5_마을과사람

단체명
마을과사람

(서울시은평주거복지센터)
대표자명 정상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11

단체 웹사이트 ephousewel.com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상길
작성자 
연락처

02-388-2979
작성자
이메일

ephousewel@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운영
2 0 1 6 . 5 . 1 1 . ~ 
2020.현재

서울시     O
상담, 교육, 네트워크, 주거비 
지원, 지역주거복지사업 등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역촌동에 재난피해 '긴급 주택' 마련 2019.10.15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
/news/articleView.html
?idxno=17088

2 밖에서 자지 말고 쉼터 찾아요! 2017.5.29 은평시민신문
http://www.epnews.net
/news/articleView.html
?idxno=1378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
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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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복지분과 정상길
https://www.ep.go.kr/CmsWeb/viewPage.re
q?idx=PG0000003804

2 은평구청 주거복지팀 이기선 ep.go.kr

3 은평구 부동산지회 박찬호 -

4 LH중부권주거복지센터 백우열 lh.or.kr

5 SH은평권역센터 주거복지팀 황주연 i-sh.co.kr

6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박승 eunpyeong.or.kr

7 두꺼비하우징 김승권 facebook.com/groups/toadhousing

8 희망나무 장근우 ydphappy@naver.com  

9 대륜하우징협동조합 정성태 -

1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오형근 childfund.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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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⑤,①,④,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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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6_노니논다

단체명 노니논다 대표자명 윤지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16

단체 웹사이트
noninonda.com

www.facebook.com/playfesta
제출일자 2020.03.27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윤지연
작성자 
연락처

070-8614-3875
작성자
이메일

caca@nonida.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월드컵경기장 시민기획 프로그램 용의
자 추리게임<크리미널런> 2016.07.16.~

2016.09.10
서울시설관리
공단

O
서울월드컵 경기장 시민기획 프로그램 용역 
수행

2
2016 한강몽땅 여름축제 2016.07.30.~

2016.08.13
서울시 O

유모차 미션데이 프로그램 2회 진행

3
빤짝 놀이터

2017.05.14
서울시, 서울
혁신센터

O O O
노니논다 놀이마당 진행

4
2017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2017.05~201

7.07
문화체육관광
부, 노니논다

O O
모두놀장 3회 진행

5
서울로 떠나는 쉼표

2017.06~10 서울시 O
낮잠의 여유 프로그램 용역 수행

6
서울로 떠나는 쉼표

2017.06~10 서울시 O
노천보드게임카페 프로그램 용역 수행

7
2017서울로 여름축제 2017.07.21.~

2017.07.30
서울시 O

축제 용역 수행

8
서울로 떠나는 쉼표

2017.07~10 서울시 O
노천보드게임 카페 프로그램 용역 수행

9 2018 서울로 여름축제 2018.08.13.~ 서울시, 노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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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용역 수행 08.26 논다

10
자립실험실 2018.09.03.~

2020.02.28
서울시, 청년
허브

O O
혼자놀다가게 운영

11

2018년 서울혁신파크 시민공원 활성화 프로
그램 공모사업 2018.10.19

서울시, 노니
논다, 서울혁
신센터

O O O

모두놀장 운영

12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날 가족축제

2019.05.05
국립중앙박물
관노니논다 놀이마당 1회 운영

13

서리풀 페스티벌x2019 차 없는 거리 문화행
사 2019.09.17

서울시, 서초
구

거리 놀이터 1회 운영

14
강남페스티벌x2019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

2019.09.29
서울시, 강남
구거리 놀이터 1회 운영

15
2019대학로 차 없는 거리

2019.10.13
서울시, 종로
구거리 놀이터 1회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히든북 박혜원 http://www.hiddenbook.co.kr/

2 감성붓다 채민경 https://gamsungbootda.com/

3 청년허브 안연정 https://youthhub.kr/

4 플랫폼510 신일진 https://www.facebook.com/platform510

5 ㈜블렌트 이일규 http://www.blentcs.com/

6 주식회사 하이톤 최준석 https://home.hightone.co.kr/company

7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https://www.seoulfringe.net:5633/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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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창고가 생겨서 좋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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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③ ② ④ ⑤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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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7_착한책가게

단체명 착한책가게 대표자명 전광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16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coopgoodbook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전광철
작성자 
연락처

02-322-3238
작성자
이메일

penhim@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마을도서관, 생협과 함께하는 
‘행복강좌’ 주관

2017.04.~
2017.10 

행복중심 용산생협, 
마을도서관 고래이야기, 
용산교육희망네트워크 

○출간도서 연계 ‘영화와 함께하는 
부모인문학’ ‘교육과 마을’ 주제
로 저자 강연, 총 4회

2

아이쿱 바디버든축제 참가,  부스 
운영

2017.10. 21 
아이쿱생활협동조합연
합회, 아이쿱협동조합
연구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관련 도서 
판매

3
청년협동조합컨퍼런스 참여

2017.11. 14
서울시, 연세대, 한국대
학생협연합회,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
부스에서 도서 판매 및 홍보

4

동네국제포럼 협력 개최 2017. ~2019
(연 1회, 총 3
회)

번역협동조합 주최, 지
역단체들 협력 개최

○지역 단체 주민과 네트워킹, 출간
도서 관련 포럼 개최

5
도서 출간 기념행사

2017.04. 14 카페 허그인《살아있는 것도 나눔이다》 저자 
토크 콘서트

6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
는가》 출간기념 협동조합 강좌

2017.11.14.~
12.05

번역협동조합, 한국사
회적경제연구회, 서울
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
센터, 동작구협동경제
지원단

○ ○ ○
‘4인 4색 세상을 바꾸는 협동조합’ 
개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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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럽 커뮤니티 탐방기》 출간기
념 북콘서트

2018. 08.~09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카카오같이가치, 사단
법인 시민, 한다리중개
소, 초콜릿책방, 책읽는
엄마, 책읽는아이 등

○ ○
북카페, 동네서점 등 대상
‘잇다 프로젝트’ 공모사업

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출간 기념 저자 간단회

2018. 4. 28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평화살롱 레드북스프랑스 저자 및 역자 초청 독자 

간담회 1회

9
일하는 사람을 위한 북콘서트

2018. 12. 14
한청강문화산업대학교, 
카페성수

《일이 모두의 놀이가 되게 하라》 
출간기념, 1회

10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정기 포
럼 2018~2019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정기적 참여 및 개최 협력(10회)

11

오디오북 출시 기념 북콘서트 
<영화가 우리에게 건네는 인생질
문> 2019. 11. 15 동네책방 자상한시간 ○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연
계,, 1회

12

2019 잇다 프로젝트 

2019. 12. 10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
터, 동네책방 모모

○
《학교와 마을을 잇는 교육공동체 
이카스톨라 이야기》 출간기념, 1
회

13

도서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판매
2016. 6. ~ 
2020. 3.

HBM협동조합경영연
구소,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서울
디지털인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등

○ ○

도서 18종, 디지털 콘텐츠 4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책으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 협동조합 
착한책가게 

2018.08.02
협동다반사(서울
시협동조합지원
센터)

https://blog.naver.com/seoulcoop
center/221331210780

2 사회적경제의 미래 고민할 당신을 위한 추천도서 2020.01.20 한겨레신문

www.hani.co.kr/arti/economy/econ
omy_general/925105.html#csidxf8
ae8d4c45de14bae94d7392e831c8
0 

3
[이로운 BOOK촌] 기업도 사회의 구성원, 변해야 

산다!
2020.01.01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9319

4
Weconomy 이봉현의 책갈피 경제
“플랫폼 협동조합 창업지원 기금을 만들자”

2019.12.10 한겨레신문
www.hani.co.kr/arti/economy/econ
omy_general/920427.html#csidx30
797071024aa3d8190e0701f213483 

5
[지대폼장] 새로운 마케팅이 온다! 『전환의 시대, 
마케팅을 혁신하다』

2019.12.10 독서신문
www.readersnews.com/news/articl
eView.html?idxno=96602

6 정치에 바람직한 민주주의, 경제에도 좋지 않을까? 2019.11.04 이로운넷
www.eroun.net/news/articleView.h
tml?idxno=8420

7
"늦가을, 이 책 어때요?"...사회적경제기업이 추천
하는 책

2019.11.13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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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패가 지속가능한 조직을 만든다 2018.10.2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481190&CMPT_CD=P0001
&utm_campaign=daum_news&ut
m_source=daum&utm_medium=
daumnews

9
올해의 환경책에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 
등 12권

2018.10.11 서울신문

www.seoul.co.kr/news/newsView.p
hp?id=20181011500115&wlog_tag
3=daum#csidx666742eba5749b29
a88faa41b4ad965 

10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봤더
니
[좌충우돌 사회적경제 55]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다룬 '마을에서 함께 읽는 지역관리기업 이야기'

2018.12.0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491849&CMPT_CD=P0001
&utm_campaign=daum_news&ut
m_source=daum&utm_medium=
daumnews

11
집에서 남은 생을 보낼 권리, 그들이 지킬 수 있을까
[서평] 존 레스타키스 '협동조합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②

2018.11.2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489449&CMPT_CD=P0001
&utm_campaign=daum_news&ut
m_source=daum&utm_medium=
daumnews

12
경제민주화 없는 개혁은 실패한다
[서평] 사람을 위한 경제 '협동조합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①

2018.11.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487124&CMPT_CD=P0001
&utm_campaign=daum_news&ut
m_source=daum&utm_medium=
daumnews

13
"커뮤니티의 정수, 유럽 책방과 도서관에서 찾았다"
'유럽의 커뮤니티 탐방기' 북콘서트 참관기

2018.09.1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472076&CMPT_CD=P0001
&utm_campaign=daum_news&ut
m_source=daum&utm_medium=
daumnews

14
[신간]일이 모두의 놀이가 되게 하라

2018.08.13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m
l?mode=view&code=116&artid=2
01808061502001#csidxdb974d3ba
2c07e88a8836e1c1383cee

15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는 가능하다
[생협평론] 협동조합,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속성 
있고 강력한 풀뿌리운동

2018.02.1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
icle/?no=186161&utm_source=da
um&utm_medium=search

16
[신간]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꺾인 꿈을 기억
해

2018.05.04 연합신문
https://www.yna.co.kr/view/AKR20
180504137900005?input=1179m

17
[신간] 지역관리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안내서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

2018.09.21 독서신문
http://www.readersnews.com/new
s/articleView.html?idxno=90102

18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제3회 동네
국제포럼’ 개최

2017.10.1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
20171012003399?OutUrl=daum

19
책동네 - 불평등을 논하는데 중립은 없다
[서평] 오즐렘 센소이와 로빈 디앤젤로의 <정말로 
누구나 평등할까>

2016.08.0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232622&CMPT_CD=P0001

20
[신간] "영화가 묻고, 내가 답한다"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2017.12.27 독서신문
http://www.readersnews.com/new
s/articleView.html?idxno=7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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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북&북] 협동조합들의 ‘경영교과서’ 몬드라곤 이야
기

2016.11.20 이코노믹리뷰
http://www.econovill.com/news/ar
ticleView.html?idxno=302198

22
성공한 제조업 생산협동조합의 경영 교과서…『몬
드라곤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았나』

2016.11.08 헤드라인뉴스
https://www.iheadlinenews.co.kr/n
ews/articleView.html?idxno=2148
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비고

1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이병천 http://www.kpia.re.kr/ 조합원

2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박강태 http://www.workercoop.kr/ 기관회원

3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김신양
https://blog.naver.com/koreasocial
economy

기관회원

4 번역협동조합 박우재 https://www.transcoop.net/home 협력기관

5 HBM협동조합연구소 박경서
https://www.facebook.com/HBMco
op

협력기관

6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http://www.asiafairtrade.net/ 협력기관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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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④,⑤,②,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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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8_마커스랩

단체명 마커스랩 대표자명 박건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23

단체 웹사이트
firemarkers.co.kr

facebook.com/markerslab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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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재)한국소방복지재단과의 
안전사업 협약 체결

2016.06
~2018.02 

(재)한국소방복지재
단/마커스랩 

O소방복지증진,시민안전분야 협
력 증진 (마커스랩 인력 2명 19개
월간 디자인,마케팅 지원)

2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아트세이프 설비 프로젝트 

2016 .05~
현재

서울시시설관리공
단/치카치카 아티스
트 그룹/마커스랩

O O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공공
시설에 디자인 소화기를 설치하
여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
성을 홍보

3

소방관 응원 다음 스토리 펀딩 진
행 

2016.06
~2016.07

Daum/파이어마커
스/마커스랩

O소방관 브랜드 패션제품을 판매
하여 수익금으로 소방관 개인 휴
대장비 구입 후원

4

네이버 해피빈+SBS 제휴 공익 펀
딩 진행 2016.07

~2016.08

네이버/SBS/(재)한
국소방복지재단/마
커스랩

O
트라우마 소방관 지원,노원구 산
동네 소화기 지원

5
‘저시력 화상환자 후원’공익 크라
우드 펀딩

2016.11
~2016.12

네이버/REVO/마커
스랩/해바라기 화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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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342만원 해바라기 화상환
우회에 전달 

환우회

6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
원 안전정책사업 MOU 2016.12

~현재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마
커스랩

O
중장기적인 시민안전정책 포럼 
활동 계획

7

청년,대학생의 안전정책 아이디
어 빌드업 활동

2017.01
~2018.06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대
학생 정첵 연구원/마
커스랩

O(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
원이 주관하고 있는 대학생정책 
연구원 포럼에 안전분야 정책 멘
토로 참여.

8

‘청년 안전 애드버킷’기획 및 런칭 

2017.01
~2018.09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 연구원/
(사)시민안전 파수꾼 
협회/마커스랩

O O서울시 시민안전 파수꾼 정책 공
론화 사업 일환으로 대학생 활동
그룹 기획/운영

9

2017 시민 안전 대토론회
2017.06
~2017.06

서울시/(사)시민 안
전 파수꾼 협회/마커
스랩

O여러 정책,입법 전문가,시민그룹
과 함께 공감을 시작한 계기 마련.

10

‘홍대에 안전을 허하라’캠페인 주
관 및 소화기 후원

2017.07
SG생활안전/마커스
랩/세이프런

O홍대 젊음의 거리 상권 내 골든타
임 3총사 캠페인 진행
청년 및 대학생 그룹 30명

11

(사)시민 안전 파수꾼 협회와 포괄
적 업무협약 체결

2017.10
(사)시민 안전 파수
꾼 협회/마커스랩

O
‘시민안전’,‘시민초기대응’분야 
공공 캠페인 협업 약속

12

시민 안전 파수꾼 정책 대시민 홍
보 아웃리치

2017.12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시민 안전 파수
꾼 협회/마커스랩

O‘서울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재난 
초기 대응력 강화 시민참여 홍보
(연인원 190명, 서포터즈 인력 23
명)

13

‘창신동 봉제 골목’기초 소방시설 
지원 펀딩 진행

2017.12
(사)시민 안전 파수
꾼 협회/마커스랩

O
수익금 430만원으로 소화기 구매
후 기부

14

소방시설법 개정안 제출

2017.10

(재)지식문화재단
/SG생활안전(주)/진
선미의원실/마커스
랩

O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피
난구조설비에 관한 소방시설법 
개정 법률안 제출

15
‘종로구 익선동 골든타임 3총사 
캠페인 진행’

2018.06
SG생활안전(주)/마
커스랩/청년애드버
킷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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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개 음식점과 5천여명의 시
민에게 캠페인 홍보

16

(재)베스티안 재단과 사회공헌 협
약

2018.11
(재)베스티안재단/
마커스랩

O
‘화상환자후원,화상환자 인식개
선’활동 협업

17

소화기 최초 GS홈쇼핑 라이브 방
송 진행 2018.11

~2018.12

GS홈쇼핑/아름다운
가게/마커스랩/(재)
베스티안 재단

O
영업이익 216만원 화상환자 치료
비 지원

18
청년 안전 인터뷰 캠페인 진행

2019.01

서울소방재난본부/
(사)시민안전 파수꾼 
협회/(사)시민 정책
연구원/마커스랩

O O

청년 안전이랑 놀다! (청년 5명,마
커스랩 인력 5명 재능기부)

19
SK스토아 홈쇼핑 판매

2019.03
~2019.05

SK스토아/행복나래
/마커스랩/(재)베스
티안재단

O O영업이익 280만원 화상환자 치료
비 지원

20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기초 소방
시설 물품 후원

2019.06
(사)더불어 함께 새
희망/마커스랩/화성
시

O
경기도 화성 화재취약계층 220가
구에 소화기 및 방화포 기부

21

광복74주년 독립운동가 그래피
티 소화기 출시

2019.08
삼성카드/아이들과 
미래재단/마커스랩

O
저소득 가정 100곳 디자인 소화
기 후원

22

초인종 의인 (고)안치범 메모리얼 
야광 소화기 펀딩 2019.09

~2019.10
와디즈/(재)베스티
안 재단/마커스랩

O
수익금 150만원 어린이 화상 치
료금 전달

23
소방관 가족 응원 해피빈 펀딩 소
방시설 물품 후원

2019.11
~2019.12

해피빈/(재)베스티
안 재단/마커스랩

O

디자인 소화기 250개 지원

2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 
소방시설 후원

2020.01
굿윌스토어/마커스
랩

O
굿윌스토어 맞춤형 디자인 소화
기 560개 (1200만원)후원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재사용의 시대/이렇게 세련된 다시쓰
기, 리싸이클 브랜드

2017.02.09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
lture/view/2017/02/91858/

2
안전벤츠 마커스랩 안치범 의인 3주기 
맞아 한달 간 야광 소화기 펀딩 진행

2019.09.19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
sView/1VOB1K24BF

3
곁에 두고 싶은 소화기 만드는 마커스
랩

2019.05.28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
rticleView.html?idxno=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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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스티안재단-마커스랩(주)협약체결 2018.11.23 메디파나,소방방재신문

http://medipana.com/news/n
ews_viewer.asp?NewsNum=2
29026&MainKind=A&NewsKi
nd=5&vCount=12&vKind=1

5
마커스랩 K히어로즈 디자인 소화기로 
화재 초기대응 중요성 알려

2017.12.28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
html?article_no=2017122702
109923811026&ref=naver

6
소화기 전문 대동소방, 마커스랩과 GS
홈쇼핑 판매

2018.11.23 한국경제TV
http://news.wowtv.co.kr/New
sCenter/News/Read?articleId
=A201811230446&t=NN

7
[2018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소개-마
커스랩]우리나라의 전통문양의 그래
픽 디자인 소화기,K히어로즈

2018.10.2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
view.asp?arcid=0012779213&
code=61141411&cp=nv

8
마커스랩 디자인 소화기 보급 캠페인 
전개

2017.12.26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
php?no=2017122616387494
634

9
1/1325의 영웅 소방관 재조명하는 기
업

2016.12.0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
WS_Web/View/at_pg.aspx?C
NTN_CD=A0002264440

10 소화기로 주민 나눔 실천 ‘화제’ 2017.06.28 제주도민일보
http://www.jejudomin.co.kr/n
ews/articleView.html?idxno=8
8415

11
‘빨간색 소화기는 잊어라’패션 소화기 
스타트업 박건태 대표

2017.07.28 캠퍼스잡앤조이

http://www.jobnjoy.com/port
al/job/character_view.jsp?nidx
=222644&depth1=1&depth2
=2&depth3=5

12
소화기도 이제 맞춤형 시대, 단 한 개의 
디자인부터 대단위 맞춤형 디자인까지

2018.05.15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
view.asp?arcid=0012355145&
code=61141411&cp=nv

13
마커스랩(주) 2018제주 호텔쇼에서 맞
춤형 디자인 소화기 선보일 예정

2018.03.12 F.E타임스
http://famtimes.co.kr/news/vi
ew/4598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http://www.openpolicy.or.kr/

2 (사)시민안전파수꾼협회 권용희 https://blog.naver.com/ami0147

3 (사)더불어함께새희망 문진화 http://www.youc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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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복나래 구영모 http://www.happynarae.com/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http://www.socialenterprise.or.kr/

6 (재)베스티안재단 설수진 http://ibestian.org/

7 세이프런 코리아 나지훈 http://www.saferun.kr/

8 ㈜대동소방 김희진 http://www.ddfp.co.kr/

9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http://www.fpn119.co.kr/

10 서울소방재난본부 신열우 https://fire.seoul.go.kr/

11 루트임팩트 허재형 http://rootimpact.org/

12 삼성카드 원기찬 www.samsungcard.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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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①,⑤,④,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
가 아트세이프 설비 프로젝트 

2016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공공시설에 
디자인 소화기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화
재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

https://blog.naver.c
om/angellaku/2210
09267512

2
소화기도 이제 맞춤형 시대, 단 
한 개의 디자인부터 대단위 맞
춤형 디자인까지

2018
파크 입주 아티스트 및 지역주민,학생들
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활용해 커스텀 소
화기 제작

http://news.kmib.co.
kr/article/view.asp?a
rcid=0012355145&
code=61141411&c
p=nv

3 ‘홍대 안전 캠페인’ 2017
은평구 지역 내 상가 밀집 지역에서 새로
운 화재 안전 캠페인 진행 필요.

https://blog.naver.c
om/adcreative2am/
22106635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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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09_오요리아시아

단체명 오요리아시아 대표자명 이지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23

단체 웹사이트
oyori.asia

facebook.com/oyori
제출일자 2016.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지역재생, 창업지원)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명경화
작성자 
연락처

02-2632-5596 
작성자
이메일

mkh@oyori.asia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외식업장 떼레노 운영

2014~현재  - O
외식비즈니스 취약계층 직업훈련

2

Asian Bowl

2016
(사)결혼이민가
족지원연대

O결혼이주여성 직원 다문화 레스토랑 창
업 인큐베이팅

3
혁신파크 사업 맛동 사업설계

2016.10~1
2

서울혁신파크 O O O
홍보 및 협업 체계 구축

4
자몽프로젝트

2017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O
학교밖 청소년 외식업 취창업 프로그램

5

12야마켓

2018
영월군, 착한엄
마, 
페어스페이스

O O강원도 영월 석항 크리스마스 축제 수탁
운영

6

석항트레인스테이 운영

2018~현재 
영월군, 두꺼비
하우징

O O지역내 우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주민 역량강화

7 제주 내식당 창업프로젝트 2018~현재 제주 올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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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외식업 창업 인큐베이팅

8
El Txoko de Terreno 운영

2019 - O
한남동 스페니쉬 그릴바

9
황금마차리특화마을

2019 영월군 O
운영 매뉴얼 개발

10
청정지역프로젝트

2020.02.10 
~ 현재

점프, 서울시 O
도시청년 지역재생 고용사업

11
사회적경제 기업 컨설팅

2016~현재
진흥원, 따복, 
중앙자활

O
외식분야 컨설팅, 멘토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올해의 대한민국 톱 레스토랑 50은? 2016.09.02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
=201609021919001&code=900370

2
유명셰프가 모였다..해비치,‘풍경이 있는식
탁’ 프로모션

2016.10.04 아주경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
=201609021919001&code=900370

3 식객의 맛집 - 약사 정재훈의 “떼레
노” 2017.01 중 앙 일 보 

강남통신
https://news.joins.com/article/21105247

4
농부가 된 셰프 - “직접 기르니 맛과 
향기가 살아납니다” 떼레노 신승환 
셰프

2017.02 리얼푸드
http://www.realfoods.co.kr/view.php?ud=201
80504000201

5 바다향 담뿍 성게식단 2017.05 매일경제
https://mk.co.kr/news/culture/view/2017/05/3
14175/

6 세계 50명 셰프들의 레시피 북에 수
록 2017.11 C h e f ' s 

Collective

https://books.google.co.kr/books?id=Z0wxD
wAAQBAJ&pg=PA74&lpg=PA74&dq=chef%
27s+collective+carlos+shin&source=bl&ots=
EhkFQWnq9J&sig=ACfU3U3pDwi_EjMSfZW7
BUoDbdKAcOBO1A&hl=ko&sa=X&ved=2ah
UKEwjErP7az8PoAhULGKYKHQ_0AngQ6AEwA
HoECAsQKw#v=onepage&q=chef's%20collec
tive%20carlos%20shin&f=false

7 상생마켓뉴스-스패니시 레스토랑 떼
레노 2017.12 머니투데이

https://blog.naver.com/kk13321/2211806183
21

8 Biz Smart - 오요리아시아 2017.12 아리랑TV
https://www.youtube.com/watch?v=LP26a6T1
WOE

9
[세상읽기] 포용국가와 영월의 청년 바리스

타 (이원재 LAB2050 대표)
2018.09.0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

0664.html

10

[혜윰노트] 청년이 정착하는 ‘청정지역’ 도

시청년을 지방서 1년 살게 한 소셜벤처 프로

젝트-섬세한 접근이 청년 일자리 만든다

2018.12.21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

0924049299&code=11171427&cp=nv

11

[JTBC 다큐 플러스] 착한 경영 세상을 살리

다, 영월 폐기차를 활용한 관광시설 개장 

2018년 11월 4일

2018.11.04 JTBC
http://tv.jtbc.joins.com/clip/pr10010750/pm1

0047656/vo10261909/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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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S 모닝와이드] 찍혀야 뜬다, 이색 간이역 

소개
2019.04.26 SBS

https://1drv.ms/v/s!AkzQk_ZcbOjjhugTaiVEsg

dH624yng?e=VZt9nJ

13 KBS창원 제1라디오 시사경남 전화인터뷰 2019.10.28 KBS 창원 http://reurl.kr/1326CBEANO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어워드 수상
2016~20
18

SK 하단 별첨(이미지)

2 서울시 우수 사회적기업 인증
2016-35
호

서울시
http://sehub.net/archives/4
1753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2017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https://m.blog.naver.com/
mac21c/221220050291

4 경기도따복공동체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
2 0 1 7 , 
2018

경기도따복공동
체

- 2017 성장단계별 맞춤컨설
팅 지원사업 보고서(따복발행) 
: 132페이지
- 2018 성장단계별 맞춤컨설
팅 지원사업 보고서(따복발생) 
: 48페이지

5 <Terreno> 한국 미식가이드 Koreat Top 50 선정 2017
조 선 일 보 
KOREAT

http://reurl.kr/1326CBE4NR

6 <Terreno> 한국 미식가이드 Koreat Top 10 선정 2016
조 선 일 보 
KOREAT

http://chefnews.kr/archives
/13907

7 <Terreno> 미쉐린가이드 서울 the Plate 선정 2019 미쉐린가이드
https://guide.michelin.com/
kr/ko

8
<Terreno> 미쉐린가이드 서울 1star 레스토랑 

선정
2020 미쉐린가이드

https://guide.michelin.com/
kr/ko

9 B corp 인증 및 Best for Overall 선정 2019 B corp
http://www.eroun.net/news
/articleView.html?idxno=76
51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
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단법인 제주올레 서명숙 https://www.jejuolle.org

2 (주)연금술사 박진숙 http://sewith.or.k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백승준 http://www.kdream.or.kr/

4 대안학교 공간 민들레 - http://www.flyingmindle.or.kr/

5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홍진주 http://mapoworkfare.or.kr/

6 한국아동복지협의회
(중앙아동청소년자립통합사업단) 신정찬 http://www.adongbokji.or.kr

7 더 작은 재단 오승환 http://www.thesmall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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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하정은 http://www.sefund.or.kr 

9 커피동물원 김정미 http://www.zoo-coffee.com/

10 세상을품은아이들 명성진 https://www.sepuma.or.kr/

11 행복나눔재단SK뉴스쿨 최태원 http://www.sknewschool.com/web

12 (사)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권오희 http://mwkw.org/

13 영월군 최명수 www.yw.go.kr

14 LH공사 변창흠 www.lh.or.kr

15 사단법인 점프 이의헌 http://jumpsp.org/

16 Change Fusion Sunit Shretha https://changefusion.org/

17 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 Ashik https://www.facebook.com/nepalseacente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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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④,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2020 청정지역프로젝트 2020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www.youthstay.org

2 석항트레인스테이 2018~2020
영월군 폐광지역의 폐기차 개조 이색 
숙박시설 운영(객실/식당/ 카페), 마을
주민 역량강화 및 운영 조직 설립 지원

https://trainstay.modo
o.at/

3
LH-제주올레
내식당 창업 프로젝트

2018~2021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https://www.facebook
.com/mykitchen.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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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어워드 수상 2016~2018 SK 하단 별첨(이미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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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_빅이슈코리아

단체명 빅이슈코리아 대표자명 서정화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5.27

단체 웹사이트 bigissue.kr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안병훈
작성자 
연락처

02-2069-1125
010-4287-1330

작성자
이메일

why@bigissue.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
우수 
사업

파크 
공간/
시설
을 

활용
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빅이슈》 잡지 발행 및 판매 

2016.05.2
7.~2020.
03.06.(계
속)

협력 : 무림P&P O O기간 내 잡지 총 매출 약 2,594백만 원, 월평균 
홈리스 판매원 수 52명, 매년 100명 이상의 홈리스 
판매원이 등록 

2

《빅이슈》 잡지 광고 수주 및 게재 협력 : 서울혁신파크, 
서울사회적기업협
의회,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
트워크, 북센스 등

O O기간 내 광고 매출 236백만 원, 사회적경제/비영리 
분야 연간 무료 광고 게재 다수 

3

주거복지 사업(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협력 : LH, 주거복지
재단

O매입임대주택 72호 운영, 신규임대주택입(주거안
정화) 홈리스 수 : 20명(이사)

4

홈리스 인식개선 사회공헌 사업 - 홈리스월드컵

협력 : 홈리스월드컵 
재단(영국), 후원 : 현
대자동차그룹

O
2016 영국 글레스고, 2017  노르웨이 오슬로, 2018 
멕시코 멕시코시티, 2019 웨일즈 카디프 홈리스월
드컵 대회 국가대표 선수단(매년 10여명) 참석 

5

홈리스 인식개선 사회공헌 사업 - 다양성컵 2018. 
09.~10.,
2 0 1 9 .  
09.~10.

협력 : 서울혁신파크, 
동국제강, 한살림

O O O사회혁신 스포츠 프로그램 스트리트 사커 국내 대회 
<다양성컵> 2회 개최 : 2018년 8개 팀 70명, 2019
년 16개 팀 100명 참여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01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잘생긴 표지 모델 AOA 설현 2020.03.02
국민일보 외 다

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arcid=0014304857&code=61181111

&cp=nv

2
하이어뮤직, 빅이슈코리아에 마스크 5,000장 기부 

"소외계층 위해 사용"
2020.02.10.

조이뉴스24 외 

다수

http://www.joynews24.com/view/1241

448

3
손담비, 빅이슈에 재능기부..."연기자 전향 10년, 

꾸준히 하길 잘했다"
2020.02.14. 뉴스브라이트

http://newsbrite.net/sub_read.html?ui

d=133753&section=sc1

4
[그것이 궁금] 세상을 바꾸는 잡지 '빅이슈', 무슨 

일을 할까?
2020.02.05. 데일리팝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

ew.html?idxno=43338

5
YTN 혁신 코리아 [안병훈,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본부장]
2020.02.01.  YTN

https://www.ytn.co.kr/_pn/0495_20200

2010215208895

6
[뉴있저-소통이 있는 저녁] 세상을 바꾸는 잡지 '빅

이슈 코리아'
2020.01.21. YTN (방송)

https://www.ytn.co.kr/_ln/0103_20200

1212022216647

7 세상을 바꾸는 잡지 '빅이슈' 2020.01.07.
은평시민신문,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

b/View/at_pg.aspx?CNTN_CD=A00026

02326&CMPT_CD=P0010&utm_sourc

e=naver&utm_medium=newsearch&u

tm_campaign=naver_news

8
“빅이슈, 남성 홈리스만 있냐고요? 여성도 일합니

다!”
2019.12.04.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8945

9 배우 정진영, 일일 빅이슈 판매원으로 나서 2019.12.03.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8927

10 [사람&] “빅이슈가 만든 굿즈 기대하세요” 2019.11.21.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

society_general/3683.html

11
영화 '카센타' 박용우, 매거진 [빅이슈 코리아] 화보 

공개!
2019.11.28. 뉴스포인트

http://www.pointn.net/news/articleVie

w.html?idxno=16730

12
'빅이슈 표지 장식' 대세 장성규.."라디오는 오래된 

꿈"
2019.10.11.

헤럴드POP 외 

다수

http://pop.heraldcorp.com/view.php?

ud=201910111817269813108_1

13
최희서X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이옥선 할머니, 

'빅이슈' 표지 장식
2019.09.16. 스포츠조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

htm?id=201909160100106420007284

&servicedate=20190916

14
[인기척] "손편지로 진심을 전합니다"…5년 차 잡지 

판매원의 사연

 

2019.08.26.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3

921333

15
2019 카디프 홈리스월드컵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

으로 대회 마무리
2019.08.19. MBN

https://www.mbn.co.kr/news/society/3

915633

16

[마일리지 싸커] 9화) 축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대요, 

그 변화에 보템이 되어 보았습니다. FC도베르만 

VS 2019 홈리스월드컵 대표

2019.08.02. tvND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

nRvSnCWaYA

17
‘사회적기업 돕는 소셜벤처’…바이맘, 빅이슈코리

아에 ‘착한에어컨’ 70대 기부
2019.07.29.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29

77

18
'한류스타' 지창욱, 아시아 최초 빅이슈 韓·日 동시 

표지 장식
2019.06.28.

마이데일리 외 

다수

http://www.mydaily.co.kr/new_yk/html

/read.php?newsid=201906281033203

923&ext=na

19
8년간 이대 정문 앞 지킨 '빅이슈' 할배의 마지막 

출근
2019.06.1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500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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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동국제강, 사회적 기업 '빅이슈코리아'에 유니폼 

후원
2019.06.17. 공감신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

w.html?idxno=238832

21 동국제강, ‘빅이슈’ 판매원 위해 여름 유니폼 기부 2019.05.31
이로운넷 외 다

수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5897

22
무림, 강남 한복판서 '홈리스 자활잡지-빅이슈' 응

원 플래시몹
2019.04.2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

X20190426_0000633327&cID=13001

&pID=13000

23
강남역 빨간 '빅이슈' 군단..."우리는 무림 신입사원

입니다"
2019.04.25.

이로운넷 외 다

수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5371

24
“안녕하세요 빅이슈입니다”···잡지판매로 자립하

는 홈리스
2019.04.23.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190

415093754591

25
[알아보귀] ⑪잡지 판매가 홈리스 자립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빅이슈
2019.04.17.

아 주 경 제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X

HxYE3ULu8

26
빅이슈코리아, 블록체인 미디어 솔루션 '퍼블리시 

소프트' 도입
2019.03.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

X20190329_0000604090&cID=13001

&pID=13000

27
홈리스 돕는 착한 잡지 '빅이슈' 이제 청주에서도 

만나요
2019.03.18. 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447287

28
빅판과 빅돔이 외치는 '빅이슈'..긍정의 에너지는 

'덤'
2019.03.02. 이데일리

http://snaptime.edaily.co.kr/2019/03/

%eb%b9%85%ed%8c%90%ea%b3%b

c-%eb%b9%85%eb%8f%94%ec%9d%

b4-%ec%99%b8%ec%b9%98%eb%8a

%94-%eb%b9%85%ec%9d%b4%ec%8

a%88-%ea%b8%8d%ec%a0%81%ec%

9d%98-%ec%97%90%eb%84%88%ec

%a7%80%eb%8a%94-%eb%8d%a4/

29
'항거' 고아성 "독립선언서 낭독 연기 끝나고 다 

같이 울어..소중한 경험"[화보]
2019.02.28. 헤럴드POP

http://pop.heraldcorp.com/view.php?

ud=201902281318383262116_1

30 이랜드 '빅이슈' 판매원 자립 지원 2019.01.25. 
서울파이낸스 외 

다수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

iew.html?idxno=331979

31
[주목, 이주의 신간] 홈리스의 삶이 한 사람의 목소

리로
2019.01.23. 채널예스

http://ch.yes24.com/Article/View/3797

7

32
영화 '미래의 미라이' 주인공 쿤·미라이, 빅이슈 표지 

모델 등장
2019.01.14. 뉴스포인트

http://www.pointn.net/news/articleVie

w.html?idxno=3094

33
박원순, 노숙인 돕는 매거진 ‘빅이슈 코리아’ 표지모

델…판매도 나서
2019.01.08.

헤럴드경제 외 

다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ud=20190108000361

34 박원순 서울시장, 재능기부…빅이슈 새해 커버 장식 2018.12.31.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3/all/20181

231/93500333/1

35
품질인증 받아 장애인기업 편견 극복…잡지 판매로 

노숙인 자립 지원
2018.12.25.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

article/2018122594381

36
[시사교양 다큐 <거리의만찬>] EP5. 새우잠을 자면

서도 고래꿈을 꾼다
2018.12.15. KBS https://tv.naver.com/v/4783859

37
'거리의 만찬' 홈리스 월드컵을 아세요? 김지윤-김

소영-박미선이 만나본 홈리스 이야기
2018.12.14. 톱스타뉴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

cleView.html?idxno=546612

38
[카드뉴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사단법인 빅이슈

코리아"
2018.11.22.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

article/201811220855a

39 英 잡지 '빅이슈' 블록체인 기반 펀드플랫폼 만든다 2018.11.1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4807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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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스브스타] "엑소 덕분에"…노숙인 돕는 잡지 '빅이

슈', 품귀 현상 일어나
2018.10.18.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

do?news_id=N1004977743&plink=OR

I&cooper=NAVER

41
SK네트웍스, 취약계층 돕는 착한 렌터카 '모빌리티 

뱅크' 발대식

 

2018.10.12.
뉴스포스트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

ew.html?idxno=66047

42
“이런 훈남 청년”…류이호, 직접 홍대 가서 ‘빅 이슈’ 

구입
2018.09.03.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3/all/20180

903/91811092/2

43
양재웅X양재진, 홈리스 자립 돕는다…'빅이슈'와 협

약
2018.08.09. YTN

https://www.ytn.co.kr/_sn/0117_20180

8091342590519

44
[새벽을 여는 사람들] "구걸 아니라 자립입니다"…

홈리스 실타래 푸는 빅이슈
2018.07.23 메트로신문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

018072200075

45
[MBC라디오<잠깐만> 캠페인] 빅이슈 이선미 팀

장

2018.07.09.

~7.15.
MBC라디오

http://www.imbc.com/broad/radio/mo

ment/moment.html

46
자우림 김윤아, ‘빅이슈’ 8주년 특집호 커버 장식 

‘재능기부’
2018.06.29. 서울신문

https://tpc.googlesyndication.com/sa

dbundle/$csp%3Der3$/252356919990

7625061/logo.png

47 동국제강, 빅이슈코리아 판매카트 후원 2018.05.02.
파이낸셜뉴스 외 

다수 

https://www.fnnews.com/news/20180

5021448189778

48
빅이슈코리아 대외협력국장에게 머플러 걸어주는 

SK 회장
2018.04.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80

419180300013?input=1196m

49 이승기 "30대 돼도 여전히 부족, 언제나 고민투성" 2018.03.29.
마이데일리 외 

다수

http://www.mydaily.co.kr/new_yk/html

/read.php?newsid=201803291659842

711&ext=na

50 라인프렌즈, 빅이슈 표지 장식..홈리스 자립 도움 2018.02.15.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80

2152339183429

51
한국 빅이슈 최초의 고양이 표지모델… ‘히끄’가 

등장했다
2018.01.15. 스포츠경향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

ehouse/815108.html

52
류준열 "'빅이슈' 창간부터 관심···행복? 가진 것 나

누는 것"[화보]
2017.12.28.

서울경제 외 다

수

https://www.sedaily.com/NewsView/1

OP15BGR8A

53
"이 겨울, 따뜻하다"... 엑소 카이와 팬들이 만들어 

낸 기적
2017.12.14. 한스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

View.html?idxno=175756

54
[문화광장] ‘빅이슈’, 엑소 카이 재능 기부에 최다 

판매
2017.12.12. KBS(방송)

http://news.kbs.co.kr/news/view.do?nc

d=3581935&ref=A

55 엑소 카이의 힘…빅이슈 역사상 ‘최다 판매’ 경신 2017.12.11.
스포츠동아 외 

다수

https://sports.donga.com/3/all/20171

211/87677697/1

56 엑소 카이 표지모델 선 ‘빅 이슈’ 이틀 만에 완판 2017.12.04.
스포츠동아 외 

다수

https://sports.donga.com/3/all/20171

204/87569119/2

57 문근영 “급성구획증후군, 이젠 많이 회복” 2017.11.08. 티브이데일리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

d=15101259921295176017

58 81만 일자리 창출, 여기서 나오는구나~ 2017.10.24.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reporterList

.do

59
노숙인 지원 잡지 ‘빅이슈’ 팔았던 문 대통령이 다시 

거길 찾았다
2017.10.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

ehouse/815108.html

60 빅이슈 설명듣는 문 대통령 2017.10.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0171

018172200013?input=1196m

61 빅이슈 표지 모델로 재능 기부한 스타들 2017.10.08.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

News/Read?articleId=A201709280174

&resource=

62 박해진, 빅이슈 표지 재능기부 2017.09.28.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

ewsId=01302166616064712&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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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No=258

63
십센치 “새앨범 어둡다? 여러 일 있기 전 방향 결정” 

[화보]
2017.08.31. 

스포츠동아 외 

다수

https://sports.donga.com/3/all/20170

831/86100175/1

64
‘청춘시대2’ 한예리 “달라진 진명, 예쁘게 봐주길” 

[화보]
2017.08.17.

스포츠동아 외 

다수

https://sports.donga.com/3/all/20170

817/85858958/1

65
인피니트 엘, 빅이슈 커버 “2막 시작, 가지 뻗을 

시기”
2017.07.31. MBC연예

http://enews.imbc.com/News/Retrieve

NewsInfo/211384

66 “B1A4 컴백 고민 커” 진영, 빅이슈 커버 장식 [화보] 2017.07.13. 
스포츠동아 외 

다수

https://sports.donga.com/3/all/20170

713/85335377/1

67
[밀착취재] 노숙인에서 추억을 담는 '길거리 사진사'

까지
2017.07.09.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

70708000822?OutUrl=naver

68 축구협회, 기부행사 '빅매치 나이트' 개최 2017.07.03.
연합뉴스 외 다

수

https://www.yna.co.kr/view/AKR20170

703127400007?input=1195m

69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연, 빅이슈 커버 장식 "이창동 

감독님과 호흡 맞추고파"
2017.06.27.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

News/Read?articleId=A201706270152

&resource=

70
배두나, 빅이슈 화보 재능기부…“좋은 일 함께해 

기쁘다”
2017.06.14.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3/all/20170

614/84854716/1

71
[해봤습니다]"차가운 시선이 제일 힘들더라"…빅이

슈 판매원의 하루
2017.06.09.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

ewsId=01121766615960080&mediaC

odeNo=257&OutLnkChk=Y

72 배우 김소이, 작가 변신…'빅이슈'에 에세이 연재 2017.05.17. TV리포트 https://www.tvreport.co.kr/985184

73 구구단 세정, 아이돌 최초 빅이슈 단독 커버 장식 2017.05.16.
노컷뉴스 외 다

수

https://www.nocutnews.co.kr/news/47

84665

74 동아대 여학생들 '빅이슈' 판매 도우미 활동
 

2017.05.09.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

p/newsbody.asp?code=2100&key=20

170509.22029190702

75 더 나은 세상 꿈꾸는 '소셜 벤처'가 뜬다 2017.02.15.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

OC3S805VL

76
빅이슈' 윤시윤, 네버랜드를 꿈꾸는 피터맨 같은 

화보! 착한 재능 기부 눈길!
2017.01.1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

OASYFX4S4

77
박소담, '빅이슈' 재능 기부…"인간적인 배우 되고파

"
2016.12.30.

연합뉴스 외 다

수

https://www.yna.co.kr/view/AKR20161

230057800033?input=1195m

78 "행인 멀리서 봐도, 빅이슈 살 분인지 알아채죠" 2016.12.27.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6122716094979645

79
文, 오늘 홍대역서 '빅이슈' 판매도우미…노숙인 지

원행보
2016.12.23.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286578

3

80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홈리스 판매원 채

용…사회 복귀 도와
2016.12.2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artic

le/2016122086341

81
‘슈퍼맨’ 이휘재 서언-서준 삼부자의 화보 공개...‘빅

이슈’ 재능기부
2016.12.14.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

L58QRXH62

82 이정현, '빅이슈' 화보 커버서 고혹미 '물씬' 2016.11.16.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

ewsId=01371046612846376&mediaC

odeNo=258

83
여성 홈리스 일자리 창출 위한 ‘빅이슈위드허’ 사업 

시작
2016.10.05. 뉴스1 외 다수

https://www.news1.kr/articles/?279306

2

84 빅이슈, '빅판에게 자유시간 드려요' 행사 개최 2016.09.20.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

60920001470?OutUrl=naver

85 최강희, ‘빅이슈’ 커버 장식하며 두 번째 재능기부 2016.08.31. 톱스타뉴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

cleView.html?idxno=21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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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에릭남, '빅이슈' 8월호 장식…재능기부 동참 [화보] 2016.07.29. TV리포트 https://www.tvreport.co.kr/915660

87 [인사이드컷] 글로벌 빅이슈 "당신을 응원합니다“ 2016.06.29.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

cle/?no=341554

88 박지성 '빅이슈' 창간 6주년 표지모델 '선행' 2016.06.30.
프라임경제 외 

다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

cle/?no=34167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6 사회적기업의날 기념식 유공자 포상 

사회적기업육성 기업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2016.07.01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http://danmee.chosun.com/m/article.html?

contid=2016070102187

2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수상 2017.04.20 SK 그룹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

e/2017101196401

3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수상 2018.04.20 SK 그룹 
https://www.yna.co.kr/view/PYH201804191

80300013?input=1196m

4
제1회 주거취약계층 자활증진 프로그램 공

모 A등급
2019.05.19 주거복지재단

http://hwf.or.kr/forceboard/board.php?boa

rd=community01&command=body&no=1

20&no=119

5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수상 2019.05.28 SK 그룹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

l?idxno=5838

6
2019년 제8회 대한민국 CSR 필름 페스티벌 

꿈꾸는 사회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
2019.11.19 ㈜이투데이 http://csrfilm.co.kr/entries/awared-items/

7 LH주거복지대상 장려상 2019.11.28 LH https://www.lh.or.kr/index.do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 황인선 www.innovationpark.kr

2 THE BIG ISSUE John Bird https://www.bigissue.com

3 INSP (International Network of Street Papers) Maree Aldam insp.ngo

4 Homeless World Cup Foundation MEL YOUNG https://homelessworldcup.org

5 동국제강 장세주 www.dongkuk.com

6 삼성카드 원기찬 www.samsungcard.com

7 GS리테일 허연수 www.gsretail.com

8 SK네트웍스 최신원, 박상규 www.sknetworks.co.kr

9 SK텔레콤 박정호 www.sktelecom.com

10 SK텔레콤노동조합 전환희 www.sktunion.com

11 IBK기업은행 윤종원 www.ibk.co.kr

12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이원희, 하

언태, 정의선
www.hyunda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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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www.seoulshinbo.co.kr

14 두손컴퍼니 박찬재 dohands.com

15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추혜인 www.facebook.com/groups/femihealth

16 아름다운커피 고광모 www.beautifulcoffee.com

17 닥터노아 박근우 www.doctornoah.net

18 내이처럼치과 옥용주 naturem.co.kr

19 사노피파스퇴르
밥티스트드클라

랑스
www.sanofi.co.kr

20 이랜드CSR 정재철 www.elandcsr.or.kr

21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www.seoulmetro.co.kr

22 루트임팩트 허재형 rootimpact.org

23 핸드스피크 정정윤 handspeak.kr

24 서울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 김영대 50plus.or.kr

25 미더 김종훈 meader.co.kr

26 허그인 신성국 www.hugin.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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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④, ③, ⑤, 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서울50플러스 서부캠퍼스 협업, 

빅이슈 자립지원코디네이터 과

정(신설)

2019

빅이슈 홈리스 판매원 자립지원 임파워

먼트 프로그램을 50+ 강사들을 통해 진

행, 서울50+재단과의 협업

https://50plus.or.kr/swc/

detail.do?id=6413496

2
다양성컵(서울혁신파크 야외공

간활성화 공모사업)

2018, 

2019

사회혁신 스포츠 프로그램인 스트리트 

사커 규정으로 ‘빈곤’ 등 배경에 상관없이 

다양한 팀들이 참여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대회

https://bigissue.kr/getinv

olved/supporters/771

3 빅이슈 주거비 지원사업
2020.02~

현재

홈리스 빅이슈 판매원에게 기본 소득 개

념의 최소한의 주거비를 지원해 자립를 

돕는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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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_감성붓다

단체명 감성붓다 대표자명 채민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gamsungbootda.com 제출일자 2020.03.02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유동흔
작성자 
연락처

02-303-5911
작성자
이메일

gamsungbootda@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평창평화포럼

2020.02.09.
~02.11

주 최 : 강 원 도 , 평 창 군 , 
KOICA, 주관 : 2018평창기
념재단

O
캘리그라피 행사 운영

2
나비남영화제

2017~2019
주최 : 양천구, 주관 : 명랑캠
페인

O
교육 멘토 참여

3
수작피우다

2018
주최 : 양천구사회적경제통
합지원센터

O
교육 및 전시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의 따뜻한 캘리그래피 
전시 ‘수작피우다’ 개최

2018.8.17 웹데일리
http://yeses.kr/bbs/board.php?b
o_table=B31&wr_id=526

2
[서셜챌린저]11.글씨로 소통할래요? 
멋글씨로 사회적가치 써내려가는 감성붓다

2019.6.12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

eView.html?idxno=580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9사회적기업페스티벌 육성사업 8
기 우수상 

2019.04.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

https://blog.naver.com/se365

company/22151175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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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회 한글창의아이디어 공모전 콘텐
츠 부문 우수상 

2017.10.9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hangeulaward.c

o.kr/kor/sub3_update.php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세상아이 김은정 https://sesangi.org/

2 히든북 박혜원 http://www.hiddenbook.co.kr/

3 BICPG 목민우 https://www.facebook.com/bicpg/

4 서율 현상필 https://www.facebook.com/seoyullcom/

5 프로젝트c 김은현 https://ko-kr.facebook.com/projectC1109/

6 자휴자족 정태경 -

7 노니논다 윤지연 https://ko-kr.facebook.com/playfesta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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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3,1,2,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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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_고무신학교

단체명 고무신학교 대표자명 조재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cafe.naver.com/puljibtour 제출일자 2020.03.03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
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경희
작성자 
연락처

010-4288-0411
(대표자)

작성자
이메일

poppy64@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반짝놀이터

2016. 05. 05
골목놀이터연구
소 / 어제의나무

○ ○ ○
어린이날 센터 주관행사, 반짝놀이터
내 나무놀이터 운영

2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학교’
2 0 1 6 . 
07~2017. 07

- ○ ○
초등3 이상 대상, 주제 중심의 통합수
업(인문, 사회, 예술적 내용을 포함)

3

SH문화놀이터 

2017. 10. 30 비타민 ○ ○
주거복지페스티벌내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4

막놀이터

2017. 03.~04. 골목놀이연구소 ○ ○놀이터에 놀이시설이 없어도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기획, 3회 시범 
운영

5

놀잇감공작소

2017 - ○ ○
야외시설물 활용 프로그램으로 센터
에 제안, 기획 2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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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전문가인터뷰-아이의 행복한 지금
을 만드는 놀이의 힘

2015.07.06
블로그-한부
모ON누리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nile_parents&logNo=220411613341&proxyRefer

er=https://www.google.com/

2 공감은 힘이 세다 2015.04.21 arte[365] http://arte365.kr/?p=41505

3
[두근두근 인터뷰] 고무신학교 교
장 “목표 없이 살아야 더 멀리 간다”

2016.05.02 tong https://tong.joins.com/archives/21874

4
놀력(力)학교 “아의들의 놀 벗이 되
자”

2018.11.05 주간함양 http://m.hynews.kr/view.php?idx=48611

5 놀이는 삶의 밑천입니다 2018.04
강원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웹진 ‘있다’

http://gwarte.or.kr/webzine_eatda/201804/0170.

html

6
대진초, 아시아 이야기그림책읽기 
& 책놀이

2019.12.11
경남교육홍보
관

http://www.gne.go.kr/board/view.gne?boardId=

BBS_0000215&menuCd=DOM_00000013500200

1000&startPage=1&dataSid=115200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규석 www.arte.or.kr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종관 www.arko.or.kr

3 수원시평생학습관 정성원 learning.suwon.go.kr

4 제주문화예술재단 김가영 www.jfac.kr

5 인천문화재단 최병국 www.ifac.or.kr

6 충북문화재단 김승환 www.cbfc.or.kr

7 경기문화재단 김학민 www.ggcf.kr

8 울산문화재단 전수일 www.uacf.or.kr

9 전북문화관광재단 곽승기 www.jbct.or.kr

10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www.sen.go.kr

11 함양교육지원청 이종윤 hyedu.gne.go.kr

12 울산세대공감창의놀이터 김수연 www.bukgu.ulsan.kr/nori/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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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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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② ① ⑤ ④ ③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의학교’

2016~2017
즐겁게 생각하고 신나게 떠들며 삶과 세상을 
만납니다.

cafe.naver.com/puljibto
ur

2 없이 노는 ‘막놀이터’ 2017

놀이터를 채우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 없어도 
아이들은 놀 공간, 시간, 함께 할 친구들이 
있으면 그곳이 어디이건간에 신나고 재미나
게 놉니다. 피아노숲이나 파크의 빈 공간도 
훌륭한 놀이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노는 
아이들이 있다면...

https://www.facebook.
com/search/top/?q=%
EB%A7%89%EB%86%8
0%EC%9D%B4%ED%8
4%B0&epa=SEARCH_B
OX

3
창의와 상상의 창고 ‘놀
잇감공작소’

2017

나무를 자르고 구멍을 뚫고 실로 연결하고 
사포질 하고 등등 둥글고 각지고 제멋대로 
생긴 나무도막들로 만들고 싶은 놀잇감을 만
듭니다. 

cafe.naver.com/puljibto
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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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3_너느로

단체명 (문화집단)너느로 대표자명 김현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 제출일자 2020.03.17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유은경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bblack9@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시민예술’시시콜콜‘ 2016.05.02.

~12.31.

주최: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후원: 라미공동
체

 O 
주민참여 공공미술

2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2016.04.01.

~12.31
주최: 서울시, 후원: 라미
공동체

 O 
공동육아화성화

3
국립민속박물관 상설공연

2016.02.06
주최: 국립민속박물관, 
후원: 라미공동체

 O 
굿연극 공연

4

작당 프로젝트
2016.06.01.
~10.31

주최: 서울혁신센터, 주
관:은평맘톡톡

 O 놀이와 문화와 예술과 그리고 
엄마와 아이

5
우리마을 활동 지원사업 2016.06.01.

~10.31
주최: 서울시, 후원: 라미
공동체 

 O 
골목축제

6

경기북부문화예술진흥 지원
사업 2016.7.1.~1

2.31.
주최: 서울시, 주관: 한버
들예술단

 O 
공연

7
어르신문화활성화 사업 2017.7.1.~1

2.31.
주최: 서울시, 주관: 극단 
창작마을

 O 
어르신문화예술활동

8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2018.4.1.~1

2.31.
주최: 서울서부교육지원
청, 후원: 라미공동체

 O 
어린이문화예술활동

9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2019.6.1.~1

2.31.
주최: 지역문화진흥원  O 

시민예술

10
경기도 전문예술단체지원사
업

2019.6.1.~1
2.31.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
관:한버들예술단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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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예술

11
연극‘울고있는 저 여자’ 2019.6.1.~1

0.31.
-  O 

공연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
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 -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시 마을상
2017.11.3

0 
서울시 www.seoul.go.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극단 나무가 모인숲 유은경 cafe.naver.com/nasup

2 한버들예술단 류정호 ok114.co.kr/0318214652

3 (재)이수진한국인형극재단 한선모 www.kppf.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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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⑤①④②③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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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4_빛움

단체명 빛움 대표자명 황순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bichum.me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황순규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bichum37@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

2017.03~12. 서울혁신센터 O O O
아카이빙 영상제작

2
혁신가 인터뷰

2018.05~10. 서울혁신센터 O O O
인터뷰 영상제작

3
소셜스티치 결산 영상

2019.08~12.
서울혁신센터, 
소셜스티치

O O O
스케치 영상제작 

4
은평! 예술교육이 피었습니다

2019.10~12. 은평문화재단 O
사진 촬영 

5
강화 소창 브랜드

2019.01~02. 관광두레 O
홍보 영상제작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 - - -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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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혁신센터 황인선 www.innovationpark.kr

2 은평문화재단 김미경 www.efac.or.kr

3 소셜스티치 김수민 socialstitch.imweb.me

4 관광두레 : 강화 - tourdure.mcst.go.kr

5 교보교육재단 선종학 www.kbedu.or.kr

6 성북문화재단 이승로 www.sbculture.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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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④ - ② - ⑤ - ③ -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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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5_사진방
 

단체명 사진방 대표자명 최영교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sajinbang.kr

facebook.com/bjsajinbang
blog.naver.com/bjsajinbang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영교
작성자 
연락처

 02-358-3478, 
010-7273-5638

작성자
이메일

bjsajinbang@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은평담소전
2018.06.01
~12.30

은평문화재단  O  O  O 
파크내에서 전시회 진행(주민참
여 및 관객 500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시설 아동 성장앨범 지원 활동 2016.12. 
KBS9시뉴스, SBS생활
경제, 조선일보, 동서식
품 사내지

http://futurechosun.
com/archives/19632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우수기업 국회의원상 2018.12 박주민
공동주관 : 은평사회혁신기업네
트워크, 은평사회적기업협의회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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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김미경
(관장 김시업)

www.museum.ep.go.kr

2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www.ohmycompany.com

3 은평시민신문 이윤하 www.epnews.net

4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앵 cafe.daum.net/femihealth

5 구산동도서관마을 김미경 gsvlib.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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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2,3,4,5,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은평담소전 2018 주민 생활사 발굴 https://youtu.be/PmR-m5oBhRw

2 은평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다 2018
은평 독립운동가 후손 조
명

https://youtu.be/QNuSPeRJR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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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6_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단체명
은평도서관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이수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cafe.daum.net/eplibcoop

gsvlib.or.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어지나
작성자 
연락처

02-357-8352
작성자
이메일

eundsh2015@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구립구산동도서관마을 수탁운영

2015.07~현
재

은평구청, 은평도
서관마을사회적협
동조합

O 공공도서관 만드는 과정부터 운영까
지 주민의 손으로 이뤄낸 주민참여형 
도서관

2

은평혁신교육축제

2017.10 ~
2019.11

서울서부교육지원
청, 은평혁신교육
지원단, 은평구청, 
서울혁신파크, 서
울혁신센터

O O O청소년들과 학교연계 축제로 혁신적
인 공교육을 소개하는 축제

3

은평작은도서관네트워크

2017.10 ~
2019.10

은평작은도서관네
트워크, 은평구청, 
구산동도서관마을

O O은평 지역의 작은도서관들이 모여 소
개하고 체험하는 축제

4

책 읽는 어린이, 신나는 학교

2018.03 ~
현재

은평마을방과후지
원센터,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은평
구청

O장애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책 읽
는 흥미와 필요성을 알려주는 사업 

5

핏인데이

2019.05

서울혁신파크, 서
울혁신센터, 서울
혁신파크입주단체
협의회

O O O
기업을 소개 및 협력기업 발굴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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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빙랩 사업 - 혁신가의서재

2019.05~12

서울혁신파크, 서
울혁신센터, 서울
혁신파크입주단체
협의회

O O O미래청 2층 공간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의 재설계 함

7

대시민 프로그램 - 모꼬지

2019.10
서울혁신센터, 서
울혁신파크입주단
체협의회

O O O
입주기업 간의 협력일일캠프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공공건축상 대상에 은평구 구산동도서관
마을

2016.10.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
25057200003?input=1195m

2
올해 서울시 건축상에 '구산동 도서관마
을'

2016.09.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09
26180100004?input=1195m

3
문대통령, 은평구도서관마을 생활SOC
모범사례로

2018.09.0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
/View/at_pg.aspx?CNTN_CD=A0002469
155

4
확실한 소확행의 공간이 구산동도서관마
을이다

2019.02.2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
/View/at_pg.aspx?CNTN_CD=A0002515
325

5
은평구,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최우

수상 수상 
2019.12.12 [서울=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79138
4

6

집 같은 도서관, 집 옆에 체육센터… 은평 

주민 삶 찌우는 SOC 

은평구, 생활 SOC로 ‘일상 업그레이드’

2020.03.03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

hp?id=20200304016001&wlog_tag3=n

aver#csidx3a3d9e4809ed8239f332e30e

59ee4f2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시 건축상 대상 2016.09.27 서울시
http://www.cnews.co.kr/uhtml/re
ad.jsp?idxno=201609271104200
740340 

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2016.10.25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
WS/m_71/dtl.jsp?id=95078327

3 공공도서관 정보자원영역 우수상 2019.10.14 문화체육관광부
https://blog.naver.com/gsvlibor/
221848311309

4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상 2019.12.1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s://blog.naver.com/gsvlibor/
221733802203

5 대한민국 공간복지 대상 최우수상 2019.12.11
동아일보 채널A, 서울주택
도시공사

http://www.nwt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55421#0
A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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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구산동도서관마을 한탁영 http://www.gsvlib.or.kr/

2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선경희 https://m.cafe.daum.net/epdoore/_rec

3 물푸레북카페 백찬주 https://story.kakao.com/3569410

4 문예콘서트 이수진 https://www.alltheconcert.com/

5 마을엔도서관 이미경
http://cafe.daum.net/maulmaking
http://cafe.daum.net/youthcafejk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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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⑤,④,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책 속 세상을 보여줄게 2018년~현재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읽기 
흥미와 체험으로 독서의 중요성 인식

http://cafe.daum.net/e
plibcoop/e1Ka/30

2 정서돌봄활동가양성과정 2020

책읽기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들 대상 그림책 읽어주기로 복지의 사
각지대 시민을 정서적 돌봄하여 주는 
활동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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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7_히든북

단체명 히든북 대표자명 박혜원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1

단체 웹사이트
hiddenbook.co.kr

facebook.com/hiddenbook1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혜원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wwwphwww@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6 서울시 공유촉진사업 2016.05~11 서울시 O 

2 2017 서울로 7017 여름축제 2017.07 서울시 O O

3 2017 성북구 공유촉진사업 2017.05~11 성북구 O

4 2018 시장놀이탐험대 2018.01~05 서울시 O O

5 2018 서울로7017 여름축제 2018.07 서울시 O O

6
2019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여름축제, 겨
울축제 

2019.05~12 서울시 O O

7
2019 서울동부공원녹지사무소 여름축
제, 겨울축제

2019.05~12 서울시 O O

8 2019 지역문화특성화사업 2019.05~12
문화체육관
광부

O O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골목길 대신 옥상을 시민 소통 공간으로” 2019.05.02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
society_general/5034.html

2
서울 공공옥상 5곳, 만화방 등 문화공간으
로 '변신'

2017.09.20 뉴시스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
society_general/5034.html

3 “제2의 직업은 내 성향 중요…30년만에 2019.07.10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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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꿈 이뤄” w.html?idxno=6310

4
공유로 일상은 축제가 된다 … ‘2018 공유
서울 페스티벌’ 개최(9/7~9)

2018.09.04 더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358
69

5 ‘성북구 우리동네 공유한마당’ 개최 2017.06.02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7060123365088264

6
문화‧예술 사회적경제조직 “분야 특화한 
금융‧정책‧지표 필요하다”

202.02.23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9928

7 세운상가는 이제 ‘전망 좋은 옥상’ 명소 2017.04.14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
society_general/5033.html

8 임대료 걱정말고 소셜벤처여 도약하라 2017.04.14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
conomy_general/790743.html

9 종로구, 아름꿈도서관 옥상축제 개최 2018.06.25 업드림코리아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
iew.html?idxno=339755

10
서울 공공시설 옥상, 가을 축제의 장으로 
활짝

2018.06.06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ud=2017092000001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적기업홍보아이디어대회 최우상 2016.07 사회적기업진흥원 -

2 우리은행 we-star 2016.12 우리은행
https://blog.naver.com/se365
company/221150764580

3 H-온드림 2017.05 현대자동차 http://www.benefit.is/18543

4 공유서울 시장상 2018.11 서울시 -

5 여성가족부 청년멘토 2018.07 여성가족부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
널 표기) 

1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이인경 www.innovationpark.kr

2 은평공유센터 신효근 http://www.epshare.org/main/main.php

3 은평문화재단 김미경 https://www.efac.or.kr/sub06/sub01.php

4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http://www.bss.or.kr/

5 성북구청 이승로 http://www.sb.go.kr/

6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박제유 www.seoulhour.kr/main/

7 서울동부공원녹지사무소 - www.parks.seoul.go.kr

8 지역문화진흥원 - http://www.rcda.or.kr/

9 한국메세나 김영호 https://www.mecenat.or.kr/ko/

10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http://www.potatoflow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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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바르떼 이동근 arteplay.net

12 노니논다 윤지연 noninonda.com

13 북센스 송주영 www.booksense.co.kr

14 감성붓다 채민경 gamsungbootda.com

15 BICPG 목민우 facebook.com/bicpg

16 CHRD 권소진 www.kchrd.co.kr

17 반짝반짝사진방 최영교
sajinbang.kr
facebook.com/bjsajinbang
blog.naver.com/bjsajinbang

18 임팩트써클 박병춘 https://www.facebook.com/ImpactCircleKR

19 타래유버스 정장희
taraeuniverse.com
facebook.com/taraeuniverse

20 금자동이 박준성 kumjadonge.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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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2,1,5,3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야외도서관 2015-현재 찾아가는 도서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
?idxno=201706012336508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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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8_나를만나는사진수업

단체명 나를만나는사진수업 대표자명 최혜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2

단체 웹사이트
blog.naver.com/bbalganchoi

facebook.com/meetmebyphoto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혜영
작성자 
연락처

010-2769-7005
작성자
이메일

bbalganred@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마을사진을 부탁해

2016.06.08.~
06.29

은평시민신문협
동조합 주최 및 주
관 / 서울마을미
디어지원센터 지
원사업

O
마을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지역언
론 조합원대상 미디어교육

2

‘1인가구문화제_1들의 파티, 100
명의 1인가구여성을 만나다’ 중 사
진프로젝트 ‘1들의 증명’ 전시기획 
및 포토그래퍼 2016.06.30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및 주관 / 아
름다운재단 지원
사업

O

1인가구네트워킹 및 가시화를 위
한

3

우리동네 여행작가 양성과정_젊은 
그대 2016.07.14.~

09.01
서울노인복지센
터 주최 및 주관

O
노인 대상, 사진이 있는 여행에세이 
교육

4

프로젝트 사-이 <나를 만나는사진
수업>

2016.08.10.~
08.31

은평구 여성주의 
책읽기 모임 ‘페미
수다’ 기획 및 주
관 / 서울시여성
가족재단 지원사
업

O O
은평지역 여성주의 모임 대상 사진
심리예술교육

5
<첫사람 문화제_꽃뱀, 무서워? 지
겨워!!> 첫사람 사진프로젝트‘당신
이 언젠가 했던 말’

2016.10.26.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주
최 / 사회복지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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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프
로젝트 문화제

동모금회 지원사
업

6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나를 만나는 사진수업’ 2017.07.16.~

11.11

성폭력피해여성
쉼터 하담 기획 및 
주최

O
10대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술
교육

7

임신중절 비범죄화를 위한 사진프
로젝트 <Battleground269> 2017.07.~20

17.09
한국여성민우회
와 공동프로젝트 

O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포토그래퍼

8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_여성운
동 30장면> 2017.08.01.~

08.13.

(사)한국여성연
구소 주관 / 서울
특별시 후원

O
여성운동사 기록 사진전. 사진위주 
류가헌 갤러리

9

2017 리서치 워크숍_서경선 ‘내밀
한 힘의 한 컷’ 2017.08.08.~

08.11

서울문화재단 서
울무용센터 주최 
및 주관

O
서울무용센터 리서치 워크숍 ‘서경
선’ 무용가 촬영프로그램 담당

10

스마트폰 마을기자단 양성 교육
2017.09.12.~
10.24

군포가야종합복
지관 주최 및 주관

O군포시 가야종합복지관 기획 프로
그램

11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프로젝트 
<Battleground269> 사진전

2017.10.19.~
11.05

한국여성민우회 
기획 / 공동 주최 
/ (사)시민with 
kakao 같이가치 
지원사업

O

사진전

12

스마트폰 사진을 활용한 행사기록

2017.10.30.
한국여성민우회 
주최 및 주관

O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사진교육 
프로그램

13

성폭력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
술교육프로그램 ‘나를 만나는 사진
수업’ 2018.06.02.~

07.29

성폭력피해자쉼
터 하담 기획 및 주
관10대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술

교육

14

10대 여성, 페미니즘 미디어제작학
교

2018.07.23.~
07.27

한국여성민우회 
주관 및 주최 / 여
성가족부 후원

O O페미니즘 주제의 10대 미디어제작
교육 프로그램 중 네트워킹 강사 
및 ‘나를 만나는 자화상사진관’ 기
획 및 운영

15

DIY성장놀이터 11차활동_나를 만
나는 사진수업

2018.07.24.

희망플랜은평센
터 주최 / 녹번종
합사회복지관 주
관 / 한국사회복
지관연합회,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후원

O O O
희망플랜은평센터 성인이행기 청
소년지원사업

16 책과 영화가 있는 똑똑클럽 2018.08.13. 은평문화재단 주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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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 사업. 네트워킹 워크숍 
강사

최 / ㈜타래유니
버스 주관 

17

동작문화대학교 사진수업

2018.08.22.~
09.19

㈜타래유니버스 
주최 및 주관 / 서
울시, 서울문화재
단 지원사업

O
동작구 지역문화네트워크사업

18

2018 여성창업교육_스마트폰을 
활용한 광고사진

2018.10.25.
전라남도 주최 / 
(재)전남여성플
라자 주관

O
여성창업자 대상 스마트폰 사진교
육

19
독립출판 <몸이 생각>

2018.10.27.
늘 저 / 몸으로 쓰
는 글 출판에세이 사진집. 사진 부분 참여

20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사진으로 바
라보는 나_내 몸과의 대화’ 2018.11.07.

서신초등학교 주
관

O

서신초등학교 교사연수프로그램

21

고등학생 대상 <스마트폰 사진수
업 일일교실>

2018.11.09
안성고등학교 주
관

O
안성고등학교 시민사회탐방 체험
교육 프로그램

22

몸을 다루는 시선들

2018.11.22.
(재)전남여성플
라자  주최 및 주관

O여성의전화 1366 전남센터 종사가 
‘2018 젠더세미나’ 교육

23
월경진 만들기 워크숍

2018.12.07.
스투키스튜디오 
주최 및 주관

O O O
사진기록 참여

24

‘에꼴제 프로젝트’ 성평등교육 콘텐
츠 개발 2019.03.20.~

04.25

여성가족부 주관 
/ 여성가족재단 
주최

O
2019년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사업
(인천) 

25

SNS 마케팅 스마트폰 사진수업

2019.04.09

전남광역시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주최 / 전남여성
가족재단 주관 /  
전라남도 후원

O전남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새일
센터 찾아가는 여성창업 특강

26

나를 만나는 사진수업

2019.04.17.

대구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 주최 
/ 대구청소년지
원재단 주관

O O O
청소년 및 청년 진로탐색 교육

27

성평등미디어제작
2019.05.10.~
11.01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주최 및 
주관

O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자유학
기제 성평등교육

28
나를 만나는 사진수업

2019.05.16.
봉명중학교 주최 
및 주관봉명중학교 수학여행 체험활동

29

<여성창작자X페미니즘X이미지> 
1강 ‘몸을 다루는 시선들’ 2019.06.04.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관 및 주최

O

페미니스트 시각예술창작자 강의

30 정신장애 당사자 인권옹호활동을 2019.06.17.~ 숨쉬는미디어교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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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라디오교육 교재개발 공동연
구 07.08

육 자몽 주관 및 주
최

라디오 교재 컨텐츠 개발

31

청바지 in day ‘혼자의 문화_나를 
위한 날들’ 2019.06.21.

은평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주관 및 주최

O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

32

나를 만나는 사진수업

2019.06.28.
은평구청 주관 및 
주최

O O은평구청 직원 공감소통 힐링 프로
그램

33

성평등미디어교육
2019.07.10.~
11.07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주최 및 
주관

O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
대상 성평등미디어 비평교육

34

성인지 미디어 비평 교안개발
2019.08.10.~
12.31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주최 및 
주관

중등대상 미디어비평교육 교안 컨
텐츠 개발

35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품 사진촬영

2019.08.26.
(재)전남여가재
단 주관 및 주최

O(재)전남여가재단 2019 온라인 판
매 실전 특강

36
미디어 속 몸 다양성

2019.08.30.
해송중학교 주최 
/ ㈜학교네 주관영화 인문학 수업

37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품 사진촬영

2019.09.16.

(재)전남여성가
족재단 주최 / 전
남광역새일센터 
주관

O(재)전남여성가족재단 2019 찾아
가는 여성창업 특강

38

스마트폰 사진촬영 ‘발견하기’

2019.09.24. 프로젝트 C 기획 O O O생활문화동호회활성화 ‘일상 속 생
활문화네트워크

39

학교 성평등 교육 참여형 수업사례 
발표 및 토론

2019.12.06.
한국양성평등교
육진흥원 주최 및 
주관

O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안개
발 및 수업 사례발표

40

미디어리터러시 ‘몸의 안녕을 질문
하기’ 교육

2020.02.19.

문화기확달 주관 
/ 아름다운재단, 
KBS 거리의만찬, 
카카오 같이가치 
공동지원

O
청소년 성교육동아리 ‘도란도란’ 교
육프로그램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내 몸은 오래 외로웠다 2020-02-11 미디어 일다 http://m.ildaro.com/8648

2 남성의 '렌즈'로 대상화되고 소비되는 여성의 '몸' 2019-06-10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
/news/5164074

3
나는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 '낙태죄' 폐지를 위한 
Battle ground 269

2017.09.12 허핑턴포스트
https://www.huffingtonpost.
kr/womenlink/story_b_17910
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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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두번째 2017-09-06 경향신문
http://h2.khan.co.kr/view.ht
ml?id=201709061601001

5 "우리는 반드시 임신중단권을 쟁취할 것이다" 2017.09.05 오마이뉴스 http://omn.kr/o44m

6 아랫배에 새긴 형법 269조 "내 삶은 범죄가 아니다" 2017.09.01 오마이뉴스 http://omn.kr/o398

7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2017-11-10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
s/newsView.php?id=201711
11014001

8 "하느님, 저는 낙태했고 후회하지 않아요" 2017.11.2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_w.as
px?CNTN_CD=A0002380842

9 “낙태죄 폐지 위한 모델이 되어주세요” 2017-08-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
ciety/society_general/80511
7.html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최진협 
공동대표

www.womenlink.or.kr

2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www.sisters.or.kr

3 타래유니버스 정장희 http://www.taraeuniverse.com

4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www.jwomen.or.kr

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나윤경 www.kigepe.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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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2-5-4-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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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청소년 및 성인대상 
<나를 만나는 사진수업>

2016~2019

사진/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자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예술교

육프로그램

https://blog.naver.com/bbalg
anchoi/221371264882

https://blog.naver.com/bbalg
anchoi/221521134762

https://blog.naver.com/bbalg
anchoi/220885892571

2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몸을 다루는 시선들>, <미디
어 속 몸 다양성>

2018~2019

편협한 몸문화를 가진 사회에서 

건강한 몸을 향한 시선을 갖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실천과

제들을 생각해보는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https://blog.naver.com/moon
cult/221816552953

https://blog.naver.com/bbalg
anchoi/221404080960

3

여성과 노인을 위한 디지털사
진기술
<사진 속 기억산책>(노인대
상)
<스마트폰 사진배우기 일일교
실>(전 대상)

2016~2019

미디어 주체로서의 모두를 상상

하며 ‘보고(관찰)-이해하고(공

감)-촬영하는(기술적 표현)’ 창

의예술교육

https://blog.naver.com/bbalg
anchoi/221735081469

https://blog.naver.com/bbalganc
hoi/221371272234

https://blog.naver.com/bbalganc
hoi/22155053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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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9_케이로드넘버원

단체명 케이로드넘버원 대표자명 곽미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2

단체 웹사이트 blog.naver.com/k_load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곽미영
작성자 
연락처

02-6214-1800
작성자
이메일

kmy0328@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9은평도서문화축제

2019.08.
30.

은평구청, 은평구
립도서관협의회

O O O
축제기획운영 1,000명 참여

2
아산시초등교감연수

2019.07. 은평구청 O O
60명 참여

3

2019은평구전통시장박람회
2019.10.
26

은평구청, 
은평전통시장연
합회

O박람회기획운영 은평구전통시장 및 상점가 
9개 및 40개 부스 및 3,000여명 참여

4
시각장애인은평여행프로그램 개발

2019.07.
~12

은평구청 O O
시각장애인여행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5

2019연신내상점가축제

2019.05., 
2019.08

은평구 갈현1,2동
주민자치회, 연신
내상점가연합회, 
은평구청

O

축제운영기획 30개부스 1,000여명 참석

6

2019연신내스트리트레스토랑
2019.09
~11

연신내상점가연
합회, 은평구청

O축제운영기획 연신내상점가 청년상인 20
개 상점 및 총 2,0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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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9응암오거리전통주축제
2019.10.
14

응암오거리상점
가연합회. 은평구
청

O축제운영기획 30여개 상점가 2,000여명 참
여

8

2019은평사회적경제어울림한마당
2019.10.
04.05

은평구사회적경
제협의회, 은평구
청

O O
기획운영 30개부스 1매출 천만원

9

2017희망플랜 직업체험 박람회

2017.12

희망플랜센터, 녹
번복지관, 은평지
역교육콘텐츠협
의회

O O O
박람회주최운영 20개부스 참여

10

2017은평 진로체험박람회

2017.09
은평구청, 은평지
역교육콘텐츠협
의회

O O O

박람회주최 및  기획운영 30개 부스참여

11

2016은평교육콘텐츠 박람회

2016.09
은평구청, 은평지
역교육콘텐츠협
의회

O O O
박람회주최 및  기획운영 30개 부스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일상의 불편함을 끌어안다. 2018.02.08 세모편지
https://blog.naver.com/sehub/221203
948231

2 기업이 파산해도 실직염려가 없는 이유? 2020.03.03.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
w.html?idxno=1039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은평구 사회적경제 박주민국회의원상 2018.11 은평구청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
_fbid=2630443937022601&id=1000017
10602484

2 은평구 사회적경제  은평구청장상 2019.12 은평구청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
_fbid=2040788055988195&id=1000017
10602484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
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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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산마을목공방 김광주 https://blog.naver.com/lovhyuk/221130809969

2 노는엄마협동조합 오현숙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1090769926

3 ㈜사진방 최영교 https://blog.naver.com/bjsajinbang

4 마을무지개 전명순 rainbowcatering.modoo.at

5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정진 http://www.epwoman.or.kr/

6 은평교육복지센터 박은주 https://blog.naver.com/ephappydream

7 은평구사회적경제협의회 김은복 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1688365383

8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박종윤 https://www.facebook.com/epnet4youth

9 은평구청 김미경 www.ep.g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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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2,4,5,3,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여행 2019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은평마을여행으로 일대일로 해설 및 
체험활동  

https://m.facebook.com/s
tory.php?story_fbid=2651
183311615330&id=10000
17106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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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_이삭 아르테포베라

단체명 이삭아르테포베라 대표자명 김이삭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3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issack.kim 제출일자 2020.03.3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이삭
작성자 
연락처

070-7528-3862, 
010-9131-3862

작성자
이메일

director@issack.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DREAMLAND 2020.01.10.

~02.07
올브갤러리 O

사진전시 기획

2
핑크아트페어 2019

2019.02.21
~24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
텔 

O O
아츠앤컬쳐 해외작가 작품유치

3

Earth Flaneur_성남훈의 지구산책 이
야기 2019.12.06.

~12.31
올브갤러리 O O

사진전시 기획

4
드론연구회

2019~
서울시립대학
교 소방방재학
과

O
드론 조정, 촬영 및 성능연구

5
기업홍보 컨설팅

2014~ (주)디아키즈 O O
판교 주택지구 촬영 및 출판

6

기업홍보 컨설팅
2019.05~2
020.03

준건축사사무
소(주)

O O기흥힉스 첨단도시산업단지 촬영 및 
출판

7

예술교육
2006.03~2
019

서울시립 대학
교, 서울호서전
문학교, 건국대
학교 

O
사진과목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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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9핑크아트페어 2019.02.21 뉴시스 외
https://newsis.com/view/?id=NISX
20190221_0000564993&cID=1070
1&pID=10700

2 성남훈 사진전 2019.12 사진예술 매거진 http://www.photoart.co.kr/

3 청년미술프로젝트 YAP'17 2017.10.31 국제뉴스 외
http://www.gukje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812476

4 2016 대구사진비엔날레 2016.09.26 연합뉴스 외
https://www.yna.co.kr/view/AKR20
160926091200053?input=1195m

5
김이삭 전시기획자 “나는 사진예술을 통
한 ‘엘시스테마’를 꿈꾼다”

2015.09.01 성주재단
https://blog.naver.com/sjf1111/22
0468513782

6
사진예술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을 기획
하는 김이삭 예술감독 

2015.11.3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llag
e/view.php?ud=201511300945025
453721_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취득 2019.12 국토교통부 www.kotsa.or.kr

2 베니스 비엔날레 VIP초청 2019.05 Venice https://www.labiennale.org/en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디아키즈(주) 명재용 http://www.dearchiis.co.kr/

2 준건축사사무소(주) 황영란 http://fire.uos.ac.kr/

3 아트센터 이다 홍경기 https://artcenterida.modoo.at/

4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https://blog.naver.com/covana

5 arts & culture 전동수 http://www.artsnculture.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45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작성자 기입 : 1-2-3-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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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대구사진비엔날레 주제展 2016 전시기획 http://www.daeguphoto.com

2
청년미술프로젝트 YAP'17 국제
展 

2017 전시기획
http://www.daeguartfair.com/main202
0/contents/main/

3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2019 광고기획
http://www.lottecon.co.kr/Medias/noti
ce_view?noticeSeq=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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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_뉴미디어아트공공미술실험

단체명 뉴미디어아트공공미술실험 대표자명 박성준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9

단체 웹사이트
parkjun.net
vimeo.com/vague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성준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jesuisjun00@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진달래꽃 피고지고》 展
2020.03.03.
~05.10

주최 주관 : 
전북도립미술
관 

O미디어 아트를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전
북)에 작품 전시설치

2

cinema experience, 
with space without screen.  

2019.10.26.
~11.01

협력 : SRC 루인
스, Space 9 백
지장(주)

O
내러티브와 인터랙티비티가 결합된 새로
운 형태의 예술작품을 전시 발표

3

전시 DMZ peace platform
 
2018.11.01
~10.31 

주최 주관 : 경기
관광공사

ODMZ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
트 작품 발표

4

전시 korean memorial
2018.10.26.
~2019.01.3
1

주최 주관 : 도봉
문화재단 

O옛 대전차방호시설을 공간재생사업을 통
해 새롭게 조성한 문화창작공간 평화문
화진지에서 미디어 아트 작품 발표

5

전시 RE:MONTAGE
 
2018.03.15.
~04.21

주최 주관 : 광주
문화재단

O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아트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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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박현주 아트클럽]65년만에 예술가가 점령한 DMZ 캠프
그리브스 2018.08.0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
/?id=NISX20180808_000038
5476&cID=10701&pID=107
00

2 2018 제주아트페어 참여작가 최종 29인 선정 2018.07.20 미디어 제주
http://www.mediajeju.com/n
ews/articleView.html?idxno=
307818

3 영화적 요소 반영�독특한 미디어아트 한눈에 2018.03.20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
/read.php3?aid=152153749
8284474027

4 미디어338, 영화적 서사·소통이 녹아든 미디어아트 2018.03.18 남도일보
https://www.namdonews.co
m/news/articleView.html?idx
no=466496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다년) 최초지원 선정 2019 서울문화재단
https://www.sfac.or.kr/opensquare/n

otice/notice_list.do?cbIdx=955&bcId

x=102537&type=

2 ‘평화문화진지’ 기획전시 공모 선정 2018 도봉문화재단
https://blog.naver.com/dbfac0403/2

21385495093

3 DMZ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시각예술 작가공모 선정 2018 경기관광공사 http://www.enews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192875

4 광주문화재단 상반기 미디어338 전시작가 공모 선정 2018 광주문화재단
http://www.newsway.co.kr/news/vie
w?tp=1&ud=201803131520547661
9

5 제주아트페어 ‘예술가와 여관’ 프로젝트 전시작가 공모 선정 2018 제주아트페어
http://www.jejuartfair.kr/selectedarti

st.php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
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
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
널 표기) 

1 백지장 김차근 http://baek.co/78

2 SRC ruins 건축사무소 김인범 http://facebook.com/srcruins/

3 SPACE 9 유웅종 https://www.facebook.com/space9mullae

4 극단 오이 오상운 http://artspace52.com

5 닻올림 진상태 http://www.dotolim.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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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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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①,②,⑤,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cinema experience, 
with space without 
screen.

2019

영화와 설치미술 그리고 인터랙
티브 장치들이 뒤섞인 본 프로젝
트는 미래적 영화 혹은 새로운 
형태의 예술작품을 제시한다. 

https://vimeo.com/vague/pressc
onference2019

https://vimeo.com/vague/monta
ge-ii2019

https://vimeo.com/vague/monta
ge-iii2019

2 DMZ peace platform 2018
DMZ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는 미
디어 아트 작품 발표

http://parkjun.net/your-flame-ii/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51

2016023_자휴자족

단체명 자휴자족 대표자명 정태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05

단체 웹사이트 - 제출일자 2020.04.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태경
작성자 
연락처

010-3217-4867
작성자
이메일

taekyung@hot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지방선거가이드북 기획발행 2017.06~20

18.02
한국여성의정

여성예비후보들을 위한 책자 발행

2
비전화공방서울 2017+비전화 지원사업 2017.07.20.

~11.30
비전화공방서
울

O O O

지어서부엌살림 프로그램운영

3

우리쌀과 지역농특산물로 만드는 청소년 
대상 요리책자 발간

2017.06~12
충북농업기술
원

O

프로그램 기획 운영, 책자 인쇄 발행까지

4

맛동아카데미

2018.02~12

서울특별시식
생활종합지원
센터
,슬로푸드문화
원

O O
프로그램 포스터 디자인 외

5
대지의 밥상

2018
슬로푸드문화
원

O O
프로그램 포스터 디자인 외

6
서울시여성가족재단캐릭터사업

2019
서울시여성가
족재단

O
캐릭터 디자인 및 제작

7 은평구 참여예산투표사업 2019.08
은평구청 협치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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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8
양천구건강생활권 건강톡톡

2019.09 신월생활권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9
서울시성평등모니터링 <청바지캠페인>

2019.10~11 서울시 O O

캠페인관련 홍보 제작 관련

10
일균형양립 홍보관련

2019.10
서울시여성가
족재단홍보물 기획 디자인

11
서울시식문화교육관 

2019.10
슬로푸드문화
원

O O O
부스 홍보물 제작 설치

12
협치거버넌스

2019.11
은평구청 협치
담당관

O
부스 홍보물 제작 설치

13
젠더입법가이드북

2020.02 한국여성의정
기획디자인 제작

14
행복중심 소식지

2016.~ 행복중심생협 O
기획디자인 제작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행복중심 생협 강은경 http://www.happycoop.or.kr/main.do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옥경 http://www.seoulwomen.or.kr/index.jsp

3 한국여성의정 이연숙 http://kwpn.co.kr

4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http://women21.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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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③,①,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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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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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4_무엇이든 협동조합

단체명 무엇이든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조성보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2

단체 웹사이트 whatcoop.co.kr 제출일자 2020.04.03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지해
작성자 
연락처

1544-3644, 
070-5097-3532

작성자
이메일

whatcoop@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2017.04~2
019.12

은평구청 
사회적경
제과

 O O O
도시재생 특구사업으로 찾아가는 세차서비

스, 에어컨, 세탁기, 매트리스, 세대 내 청소 

종합서비스 제공

2

SOS 통합돌봄지원서비스
2020.01~
현재

SOS 돌봄
지원센터

O O취약계층 및 독거어르신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3
일자리창출

2016.07~
현재

활기찬인

생 50+
O O O

은퇴자 일자리 창출사업

4
청년청 홈케어서비스

2016.07~
현재

서울시, 혁

신파크
O O O

잔손보기 출동서비스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6특별기획 innovation기업&브랜드 大賞 무엇이든협
동조합-주택을 아파트처럼 관리, 홈컴 유상주택관리 협동조
합

2016.07.20 스포츠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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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News Maker 혁신리더 혁신부문 CEO 

100인선정
2016.07 News Maker 

https://blog.naver.com/googie
s/220766836218

2 은평구청장 표창장 2016.11 은평구청 -

3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감사장 2017.10 지방경찰청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활기찬 인생2막 (MOU협약) 유대기 https://www.facebook.com/activeseniorlife

2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 마정욱 http://www.epdolbom.org/

3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김숙현 https://blog.naver.com/coreap6/221876476748

4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김승자
http://www.ep-silver.org/intro/intro.asp?dname=1
02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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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⑤③④②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무엇이든홈케어서비스 2016~현재

은평구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주택관리 

사업지역도시재생 사업에 기여 주거복

지 지원사업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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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5_세상아이

단체명 세상아이 대표자명 김문정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2

단체 웹사이트 sesangi.org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주현경
작성자 
연락처

02-352-3511
작성자
이메일

sesangi@sesangi.org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해외아동 컬러링북 지원
2016. 
06~12

협력 : SRD 센터
(MOU 체결)) 
후원 : KB국민카드

○ ○필리핀 톤도지역 SRD 센터에 
학습교구 지원

2
소아암어린이 지원

2016
~2019

협력 : 한국백혈병어린
이재단 
후원 : 종근당

○ ○
소아암어린이 필요물품 지원

3
취약계층 아동 나들이 지원 2018

~2019
후원 : 현대제철 ○ ○

포항 지역아동센터 나들이 10회 지원

4

취약계층 아동 나들이 지원

2018 후원 : 미래에셋대우 ○ ○순천, 광주, 대전, 통영 지역아동센터 나
들이 4회 지원

5

한부모가정 봉사단 운영
2017
~2018

지원 : 서부교육지원청 ○ ○ ○순천, 광주, 대전, 통영 지역아동센터 나
들이 4회 지원

6
청소년 봉사학습 2016

~2019
후원 : 해피빈재단 ○ ○

서울지역 초, 중, 고등학생 봉사활동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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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Self Reliance Development Konkokyo Center 
T e r e s a 
A m a n t e 
Mercado  

-

2 감성붓다 채민경 https://gamsungbootda.com/

3 옮김 지예정 https://www.omkim.org/

4 마을무지개 전명순 https://rainbowcatering.modoo.at

5 프로젝트 C 김은현 facebook.com/projectC1109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60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④, ③, ②, ⑤,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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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6_에코팜므

단체명 에코팜므 대표자명
뮈리엘 은돌로 
(Muriel Ndolo)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7

단체 웹사이트
ecofemme.or.kr

facebook.com/ecofemme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보미
작성자 
연락처

02-6482-0314
작성자
이메일

ecofemme.info@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이주여성 미술교육 프로그램
모자이크 아트스쿨 2016.10.06.

~11.24
안산 휴센터  O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대상
으로 미술교육 진행

2
난민여성 아티스트 양성 프로젝트 

2017.02~07 O O
1:1집중교육 진행

3

이주여성 미술교육 프로그램 모자이크 아
트스쿨

2018.04~07
동두천난민공
동체

O
경기도 동두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을 대
상으로 미술교육 진행

4

이주여성 재봉/뜨개 수업진행
2018 ( 하반
기) 

동두천난민공
동체

O경기도 동두천 거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
로 수업진행

5
난민여성 아티스트 양성 프로젝트 2019.05~07

, 09~12
피난처 O O

1:1 집중교육 진행

6
난민여성 뜨개수업 2019 ( 상반

기) 
피난처 O O

난민여성 싱글맘 모임과 수업 진행

7
세계시민교육

2016.10.07, 
10.21, 11.25

O O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전달(정원
여중, 신도중, 충무초)

8

세계시민교육

2017 O한국인대상 수업진행(김제초, 한남대학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송파구 다문화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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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열일곱인생학교, 통영지속가능발전센
터 등)

9

세계시민교육

2018 O O한국인대상 수업진행(김포아이쿱, 강릉 운
양초, 대안학교 로드스꼴라, 홍성 풀무고)

10
세계시민교육 2018 

(4주 프로그
램)

헬프시리아 O
넘나쉬운난민이야기

11

이주여성 그림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

2019.03
두잉사회적협
동조합

O
<나누다,이야기>: 한달 동안의 전시를 마
무리하며 그림작가와 만나는 시간을 가짐

12
세계시민교육

2019 O순천향대학교 피닉스 열린 강좌(콩고난민
여성 뮈리엘 강연), 목일중학교)

13

이주여성 작품 전시회 및 연말파티

2016-2020 O O
- 작품전시 및 연말모임(모자이크아트스쿨 
작품을 전시, 연평균 약 1달 기간)
- 서울혁신파크 장소사용 :  2016 연말파티

14

난민의 날 행사

2016~2019

난민인권네트워
크, 금자동이 (장
난감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참여, 
난민아동)

O O
- 난민의 날을 맞아 자체행사 진행 : 난민영
화제 관련행사 진행,  난민영화제 굿즈제작
- 서울혁신파크 장소사용 : 2016 올랄라

피크니크: 난민모임행사

15

부스진행

2016~2019 O O
- 공정무역축제/아프리카페스티벌/대학
교축제 부스 등
- 서울혁신파크 장소사용 : 플리마켓 2차

례 진행 및 북바자회 1차례 진행

16
상품개발

2016~2019 O
이주여성들의 작품으로 상품개발

17

상품맞춤제작

2016~2019

국가인권위, 공
익법센터 어필, 
참살이협동조
합, 난민영화제 
굿즈 등

O이주여성들의 그림을 사용하여 B2B 상품
제작

18

수공예교육프로그램 2017.08(세
상 아 이 ) , 
2 018 ( 상반
기, 성북문화
재단)

세상아이, 성북
문화재단

O O
미술교육 진행

19

난민인식개선 캠페인

2017~2019 O-해마다 슬로건을 정해 뱃지제작(난민영화
제 및 SNS로 홍보)
-난민여성들의 스토리 SNS공유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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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새책]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
게 필요한 ‘세계시민수업’(난민)

2016.11.21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09016
6.html

2
난민인권단체, ‘난민법 폐지’ 청원 청와대 답변 
비판

2018.08.02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18949

3 제주 예멘인 난민 지위 인정 ‘0’ 2018.10.17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20425

4
“우리도 난민이었잖아” 열두 살 딸도 정우성만
큼 알더라

2018.07.05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66509

5
대전인권사무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저도 난
민은 처음입니다만> 북콘서트 개최

2019.11.04 학부모뉴스24
http://www.sptnews24.com/news/a
rticleView.html?idxno=51853

6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2018.09.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44614

7 영화도 보고 난민 이야기도 듣고 2017.06.21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11712

8 아는 만큼 이해하는 난민 2018.10.16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20390

9 “미술로 난민여성들 마음치료” 2019.06.21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
/all/20190621/96095460/1

10 [1일 1책] 난민 여성들과 함께한 10년 2019.10.31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25631

11 ‘난민’그리고‘여성’이라서 그리게 되는 것들 2019.04.03 일다 http://m.ildaro.com/8433

12 [다큐] “어느 날 갑자기, 난민이 되다” 2019.02.05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22290

13
“난민들도 고국선 엘리트..한국에 기여할 기회 
주길”

2019.11.0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
s/Read/201911051141713086

14 난민 여성의 가능성 발견한 경력 단절 여성 2019.01.11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or.kr/news/art
icleView.html?idxno=22203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http://apil.or.kr/

2 피난처 이호택 http://www.pnan.org/index.html

3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https://nancen.org/

4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이승미 http://www.globalan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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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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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⑤,②,①,③,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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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7_오마이컴퍼니

단체명 오마이컴퍼니 대표자명 성진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7

단체 웹사이트 ohmycompany.com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성진경
작성자 
연락처

02-388-2556
작성자
이메일

mull801@ohmycompany.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6~19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2016.04.12

~
2019.12.30) 

주최:고용노동부
주관: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O O  
사회적경제기업 펀딩 교육 및 펀딩 전
용관 운영

2

2016~19 자연에서 온 풍요로운 펀딩
(2016.03.1~

2019.12.30)

주최:농림축산축
산부
주관:농업정책보

험금융원 

O

프로젝트 발굴 및 농식품전용관 운영 

3
설 선물 기획전 2017.12.1.~2

018.3.31
주최 :서울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

O O O
펀딩교육컨설팅, 전용관 운영

4
협동조합 작은행사 지원사업 2019.5.2.~

2019.6.30
주최: 서울시협동
조합지원센터

O O O
교육, 컨설팅, 컨텐츠 제작

5
작은 영화 전용관 운영 2018.7~201

9.9.30
- O O

교육, 펀딩, 영화상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적기업 크라우드 펀딩 17억 달성 2019.11.06 라이프인
http://m.lifein.news/news/a
rticleView.html?idxno=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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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은총의 소확행]"오마이컴퍼니, 내 회사처럼 사

회적기업 돕자는 뜻"
2019.01.05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
ws/read?newsId=01187366
622354768&mediaCodeNo
=257

3
‘임팩트 투자’를 아세요? 사회적 기업 키우고, 수익
도 짭짤

2018.06.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
om/News/Read/201806070
636062992

4
[사회적기업을 찾아서 ⑪] 오마이컴퍼니
사회적기업 키우는 사회적기업입니다

2018.05.25 The PR
https://www.the-pr.co.kr/ne
ws/articleView.html?idxno=
40233

5
크라우드펀딩업체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대표 "세
상을 돕는 게 금융의 역할이죠"

2018.02.2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
/society/article/201802195
833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SIB방식 해봄프로젝트 추진 유공 표창 2018.09.17 경기도 https://www.gg.go.kr/

2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및 활성화 유공 표창장 2018.06.05 금융위원회 http://www.fsc.go.kr/

3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3회) 2018.04.18
사회성과인
센티브 추진
단

http://www.socialincentive.
org/

4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2회) 2017.04.20
사회성과인
센티브 추진
단

http://www.socialincentive.
org/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한종우 https://www.setcoop.net/

2 한국과학창의재단 안성진 https://www.kofac.re.kr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https://www.semas.or.kr/

4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http://www.gokams.or.kr/

5 서울여성공예센터 김영징 https://seoulcraftcente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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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69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④,①,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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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8_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단체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자명 이강백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8

단체 웹사이트
asiafairtrade.net

facebook.com/afn.sns
afn_01.blog.me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유승열
작성자 
연락처

02-4465-6008
070-4465-6008

작성자
이메일

afn.nike10@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WFTO 정회원 인증 2017.03 
~

현재

WFTO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O O

한국최초  WFTO 정회원 가입

2

한국최초 로컬페어트레이드 상품 ‘캐슈
두유’ 개발

2018.04 ~ 11
경기도 

주식회사
O O공정무역 상품과 현지의 농산물이 합쳐

진 상품을 뜻하며 한국 최초의 로컬페어
트레이드 상품이다.

공정무역 실천기업 협약 2018. 04
~

2019.12
서울시 O서울시 소재 기관 및 기업과 협약을 통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실천하는 사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적기업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품코안마을 캐슈넛'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2018.12.28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
my/article/201812280509a

2
사회적가치 축제 'SOVAC' 공들인 최태원…하루종일 
행사장 누벼

2019.05.2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
190528153700003?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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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MO 없는 콩으로 만든 ‘캐슈두유’, 네이버 해피빈 판매 2019.08.14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7213

4 추석연휴, 사회적기업 제품 'GS홈쇼핑'에서 주문하세요 2019.09.10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
190910150906860

5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서울디지털재단과 공정무역 실
천기관 협약

2019.10.16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818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디지털재단 고한석 http://sdf.seoul.kr/

2 현대해운 조명현 www.cyhds.com

3 GS칼텍스 허세홍 www.gscaltex.com

4 월드쉐어 최순자 www.worldshare.or.kr

5 카리타스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재민 http://www.caritasworld.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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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3,1,2,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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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9_노는엄마협동조합

단체명 노는엄마협동조합 대표자명 오현숙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9 

단체 웹사이트 cafe.daum.net/norimom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오현숙
작성자 
연락처

02-6010-6003,
010-3643 5346

작성자
이메일

ohsook1219@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야외놀이터활성화사업

2016.4~6 서울혁신센터 O O O노는엄마와 함께하는 컵스컵스
운동회

2
진로직업교육지원사업

2016.5~10
은평구청소년진로직
업체험지원센터

O O
현장직업체험

3

생활체육사업ssc

2016~2017
대한스포츠스태킹협
회, 은평구내 지역아동
센터/방과후교실 

O O
뉴스포츠 스포츠스태킹

4

평생학습특성화지원사업

2017.6~12 은평구평생학습관 O우리동네알려주는 엄마이음지기
사업

5

은평구혁신지구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2017~2019

은평구, 은평구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은평자원봉사센터, 응
암노인복지관

O O    
보드페스타 & 나도 스태커

6

어르신일자리사업

2017~2020
은평구어르신 복지과, 
주민참여예산, 응암노
인복지관

   O희희낙락 찾아가는놀이터&
경로당 강사파견 사업

7
교육공동체(sns)사업

2017~2018 서부교육지원청학교-마을교육공동체 더불어교
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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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은평구 교육콘텐츠

2016~2020
은평구,
구립마을방과후지원
센터, 유.초중등학교

O
자유학기제, 동아리, 방과후,교과
연계 프로그램

9

인생2막 강사양성사업

2017~2020 대화노인종합복지관 O O보드게임, 전통놀이 지도자 양성
과정

10

특성화사업-취업지원사업

2017~2019 서영대학교 O서영대 사회복지과대상
보드게임 지도자 양성과정

11

마을형청소년케어사업

2018~2019
은평구, 마을과 함께하
는 좋은학교 만들기 네
트워크

O지역사회 마을배움터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12

은평구 혁신지구사업 
마을누림프로젝트

2019~2020
은평마을방과후지원
센터,  은평구평생학습
관

O O
초등교과연계보드개발 및 마을
탐방강사 양성, 안내서발간

13
공유캠프

2019~2020 은평공유센터 O O O
일일 공유캠프

14

어울초 마을배움터 사업

2019.5~7
은평구, 어울초, 서울혁
신센터 입주단체 8단체

O O O서울혁신파크입주단체협업
프로그램 “기술과 놀이‘

15

도서관 순회 프로그램

2018. 3~12
은평구 10곳, 동대문구 
5곳, 용산구 6곳

O그림책연계, 코딩연계 보드게임 
프로그램

16

직업교육훈련

2020. 5~6
은평여성인력개발센
터, 서울혁신센터

O O경력단절여성대상 보드게임지도
자 양성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놀이가 곧 진정한 교육이고 돌봄이다 2018. 11. 27 은평시민신문
http://me2.do/5UXarF
KR

2
아이와의 놀이연구, 기획하는 
노는엄마협동조합

2017. 07. 3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
.com/NWS_Web/View/
at_pg.aspx?CNTN_CD
=A0002345808

3 놀이문화 확산하는 노는엄마협동조합 2018. 12. 18
이로운넷

(사회적경제미디어)

http://www.eroun.net/
news/articleView.html?
idxno=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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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지역경제발전 공헌상 2018. 12 은평구청 -

2 우수 진로직업체험 표창장 2017. 11 서울특별시 -

3 사회적기업 우수창업팀 수상 2016.. 2  사회연대은행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은평사회혁신기업 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박치득 http://www.ephub.net/

2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정진 http://www.epwoman.or.kr/

3 은평구립응암노인복지관    최은영 http://www.ealib.or.kr/

4 은평구평생학습관    이창식 https://edu.eunpyeong.go.kr/

5 은평공유센터    신효근 http://www.epshare.org/

6 윷놀이 연구소    조광휘 https://band.us/band/67943221

7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8 은평마을 작은도서관네트워크    박지현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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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 ③, ④, ⑤, 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보드페스타 2016~2019

전 세대가 함께 하는 보드
체험 및 대회

http://www.ohmynews.com/NW
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2345808

https://cafe.naver.com/norimom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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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_탠버린

단체명 탠버린 대표자명 이명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29

단체 웹사이트
tanberine.com

facebook.com/tanberine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명엽
작성자 
연락처

010-6486-4047
작성자
이메일

mylee@tanberine.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문화터널 2020 프로젝트 2020.02~

현재
서울혁신파크 O O O

도시와 지역의 청년의 활동 공유

2

충남콘텐츠코리아랩 브릿지센터
2019.05~
2020.02

충남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코리
아랩

O O O충남 서남부 지역 콘텐츠 개발 및 메이
커 교육 진행

3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019.06~

2020.01

충남문화진흥원
충남콘텐츠코리
아랩

O
메이커융합 제품 제작

4
서울혁신파크 대시민프로젝트 2019.07~

11
서울혁신파크 O O O

모두의놀이터 프로젝트

5
고려대 메이커 강연

2019.10 고려대학교 O
메이커활동 강연

6
동국대 도시재생 메이커 강연

2019.10
동국대학교, 경주
도시재생센터

O
메이커활동 강연

7
대전대 리빙랩 메이커 강연

2019.09 대전대학교
메이커활동 강연

8

팹랩아시아네트워크5(FAN5)
2019.03~
05

서울시, 서울혁신
센터(산하기관 : 
서울이노베이션 
팹랩) 

O O O

재생도시 기획, 구축

9
열린옥상 프로젝트 참가 2019.03~

07
서울혁신파크 O

일부참가

10 삼척동화책테마박물관 2019.03 삼척시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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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물 제작

조형물 제작

11
미디어아트 비주얼 강의진행

2019.01 서울혁신파크 O O
MAX 8회 강의

12

서울시청 동물보고화 컨소시엄 재생동 
프로젝트 2018.09

서울시, 서울혁신
파크

O O O

유기동물 관련 활동

13
팹랩 대전 사회혁신 메이커 강연

2018.09 팹랩 대전 O
메이커활동 강연

14
서울여성공예센터 메이커 강연

2018.08
서울여성공예센
터

O
메이커융합 강연

15
메이커문화확산사업 발표

2018.08 창업진흥원 O O
메이커활동 전시

16
메이커활성화사업 2018.01~

08
창업진흥원 O O

메이커 활성화를 위한 사업

17
팔레트랩 프로젝트 2018.01~

현재
- O O O

재생 팔레트 제품 제작

18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2018.01~

현재
미디어아트작가 O O

미디어아트 작가 모임

19
게릴라가드닝 프로젝트 2018.01~

현재
자체진행 O O

게릴라가드닝 기획

20
길고양이 프로젝트 2017.09~

현재
자체진행 O O O

서울지역 각종 단체 활동

21
서울혁신파크 IOT 프로젝트

2017.11 서울혁신파크 O O O
파크얼라이언스 프로그램

22
팹시티 서울 프로젝트 참여 2017.03~

12
서울이노베이션
팹랩

O O
팹시티 프로젝트 진행

23

서울 13개 대학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진행 2017.02~

현재
서울 13개 대학 O O O

서울지역 대학동아리와 활동

24
서울 5개 지역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2017.02~
현재

은평구, 강동구, 
강남구, 과천시, 
중구 동아리

O O O
서울지역 각종 단체 활동

25
대한민국 대표메이커 K-Maker

2016.09
한국과학창의재
단

O O
메이커 활동

26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성공

2016.12 텀블벅 O O
융합제품 펀딩

27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 성공

2016.12 와디즈 O O
융합제품 펀딩

28
창조경제박랍회 메이커 참가

2016.12
한국과학창의재
단

O O
메이커 활동 전시

29
메이커활성화 지원사업 2016.03~

12
한국과학창의재
단

O O
메이커 활동

30
국립과천과학관 메이커인큐베이터 참
가

2016.07~
2017.01

국립과천과학관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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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활동

31

성수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카펜터스 
참가 2016.06~

2017.06
성수메이커스페
이스

메이커 활동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커버스토리] ‘IoT 동네고양이급식소’ 제공
하는 탠버린 이명엽 대표 - 결국은 ‘사람’과
‘공존’을 생각합니다 

2018.12.17
메이크올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akeall.com
/network/storyview.php?t
sort=3&msort=10&no=207

2 IT 융합 메이커 탐방 탠버린 2018.01 과학소년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시 동물보호과 박원순 https://www.seoul.go.kr/

2 NGO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http://tru.or.kr/

3 팝업놀이터 안선화 https://brunch.co.kr/@comm/62

4 터치포굿 박미현 https://touch4good.com/

5 북센스 송주영 https://booksense.modoo.at/

6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https://www.facebook.com/altenergylab/

7 BAT 신동한 http://b-at.kr/about-us

8 타래유니버스 정장희 http://www.taraeuniverse.com/

9 어반정글 이상민 https://urban-jungle.kr/

10 은평공유센터 신효근 http://www.epshare.org/main/main.php

11 영화제작소눈 강경환 https://filmfactorynun.tistory.com/

12 감성붓다 유한준 https://gamsungbootda.com/

13 적정기술공방 함승호 http://atworkshop.or.kr/

14 히든북 박혜원 http://www.hiddenbook.co.kr/#about

15 열린옥상 박혜원
https://www.facebook.com/groups/1609077559
142183/

16 프로젝트C 김은현 https://www.facebook.com/projectC1109/

17 마을기술센터 핸즈 정해원 https://hand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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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는엄마협동조합 오현숙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
no=4027

19 디자인뤼 김유숙 https://www.facebook.com/designre2014/

20 마을공방 사이 이우경 https://www.facebook.com/saii42/

21 이풀약초협동조합 노봉래 http://www.ipool.kr/main.php

22 시소 김명은 http://playseesaw.kr/

23 보령마을만들기지원센터 김정민 http://www.brmaeul.com/

24 보령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항집 https://band.us/@brmaeul

25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https://www.komipo.co.kr/kor/main/subMain.do
?mnCd=FN02

26 서울새활용플라자 윤대영 http://www.seoulup.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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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파크 내에서 다양한 팀과의 협력 및 조율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게 한 센터의 
역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다양한 단체와 완성되지 않은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다양한 실험은 
앞으로 진행할 다양한 정책에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실험이 존재하는 서울혁신파크는 
앞으로도 보기드믄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작성자 기입 : 1, 2, 3, 4, 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길고양이 프로젝트 2016~현재

서울 및 인근 지역의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중성화, 급식소, 겨울집 보급 : 사람과 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젝트이며, 도시문제에 대
한 다양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음

http://opencats.net

2 팔레트랩 프로젝트 2019~현재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대한 높은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

-

3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2019~현재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가가 참가하기를 희망하
고 서울혁신파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프로
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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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_굿앤컴퍼니

단체명 굿앤컴퍼니 대표자명 성기훈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30

단체 웹사이트 goodncompany.kr 제출일자 2020.02.2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장경석
작성자 
연락처

02-6354-0601
작성자
이메일

jks@goodncom.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9 미래청 2층 환경개선공사
2019.12.1
9~12.27 

서울혁신센터
(서울특별시)

O O O
미래청 2층에 회의공간, 창업공간, 
문화공간 리뉴얼 

2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사
무공간조성공사

2019.09.2
3~10.10 

서울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O O O
직장맘지원센터의 기업이전 및 사
무공간조성 공사 진행

3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공간조
성공사

2019.09.1
1~09.24 

국제사회적경제협
의체(Gsef)

O O O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의 기
업이전 및 사무공간 조성

4
슬로푸드문화원 상생상회 매대제작

2019.06.2
1~07.12

슬로푸드문화원 O O

상생상회의 매대 가구제작납품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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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혁신센터 황인선 www.innovationpark.kr

2 슬로푸드문화원 김원일 tableoftomorrow.imweb.me

3 ㈜공영홈쇼핑 최창희 www.gongyoungshop.kr

4 경륜경정총괄본부 조재기 www.krace.or.kr

5 서울특별시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양지윤 epworkingmom.tistory.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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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①,②,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회사소개서(카탈로그) 제작 2018~
기업,기관 및 지자체 고객을
대상으로한 기업소개, 인테리어 및 가구
제작관련 사업을 소개

http://www.goodnc
ompany.kr/docume
nt/GNC_Brochure.p
df

2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업 서비

스-제품 카탈로그
2018~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제공하
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소개

http://ephub.net/bbs/
board.php?bo_table=l
ist&wr_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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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_마을무지개

단체명 마을무지개 대표자명 전명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30

단체 웹사이트 vrainbow.modoo.at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전명순
작성자 
연락처

070-7642-0227
작성자
이메일

woojin5656@hanmail.net
soyoun1124@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

2016.07~12 *관내 어린이집  O O O 혁신파크 내에서 진행하는 다문
화 교육으로 일반인들이 혁신파
크를 접하게 되는 계기마련

2

글로벌 식탁으로의 초대

2017~현재
서울시 식생활지원
센터

O  O  O 다문화 음식 팝업 레스토랑 운영.
불특정 다수에 마을 무지개 알림

3
케이터링 서비스의 확대

2018.08~현재 루덴스 협동조합 O O O 
루덴스 키친 인수 운영

4
동네 배움터

2019.04~11 은평구 평생학습관 O O  
지역에서 만나는 문화다양성

5
무지개다리사업

2019.06~09 서울문화재단 O O O 음식을 주제로 한 여성, 일, 유희의 
조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마을무지개 사회적기업을 가다 2017.09.04 프라임 tv https://youtu.be/pgdsay4urrQ

2
꿈을 jab 아라-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

2018.03.26 ebs뉴스
http://news.ebs.co.kr/ebsnews/me
nu1/newsAllView/10859498/H?ed
uNewsYn=N#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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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bs 교육방송 2018.05.09
사회적경제미디어
/이로운 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2454&replyAll=
&reply_sc_order_by=C

4
결혼이주여성 지역 공동체로 보듬는 
마을무지개

2018.05.19.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 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2454&replyAll=
&reply_sc_order_by=C

5
소통 화통 능통 정두언의 통큰인터뷰 
35회

2018.10.31 다문화 티비
https://m.youtube.com/watch?fea
ture=youtu.be&v=BzHzL2e8ztg

6 진영장관 결혼이주여성과의 간담회 2019.07.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PYH2
0190714102500013?section=sear
ch

7

SIT(Social Innovators Table)

이주여성의 자립을 통한 건강한 다문

화 사회의 가능성

2019.11.05 행복나눔재단 https://youtu.be/Bd_tbluwBYQ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교육복지 우수기관 표창 2017.01 서부교육지원청 2016년 서울교육유공 교육지원국 표창

2 다문화 가족 친화기업 표창 2018.10. 서울시 영등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3 사회젹경제 우수 기업상 2018.12. 국회의원 박주민 은평사회적경제협의회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세눈컴퍼니 김용일 spiker.co.kr

2 북센스 송주영 booksense.co.kr

3 빅이슈코리아 안병훈 bigissue.kr

4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audsc.org

5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asiafairtrade.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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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

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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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2,1,3,4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가나다 밥상 - 글로벌 
식탁으로의 초대

- 음식을 통한 다문화 사회의 인식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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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_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단체명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자명 김수정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30

단체 웹사이트 barrierfreefilms.or.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수정
작성자 
연락처

02-6238-3200,
070-4739-3509

작성자
이메일

barrierfreefilms@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치매노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치매친화상영 프로그램 개발

2019.01.01.~12.31

협력: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추억

극장미림,무주산골

영화제,무주군치매

안심센터,서울시중

구보건소중구치매

안심센터, 청암노

인요양원

지원 : 사회복지공

동모금회

O 

영화와 추억이 함께하는 기억극장 
총 15회 진행/786명 참여

2

제9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9.11.20.~11.24

공동주관:한국영상

자료원

후원: 서울시, 영화

진흥위원회 등

O 제9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3,315명 참여

3

제8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8.11.07.~11.11

공동주관:한국영상

자료원

후원: 서울시, 영화

진흥위원회 등

O 제8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3,232명 참여

4 제7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7.11.09.~11.12 공동주관:한국영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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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3,112명 참여

자료원

후원: 서울시, 영화

진흥위원회 등

5

제6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6.11.10.~13

공동주관:한국영상

자료원

후원: 서울시, 영화

진흥위원회 등

O 제6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최/2,959명 참여

6

2018 공감영화제

2018.10.12.~14
주최:서울시 서부

공원녹지사업소하하하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공감
영화제 2018/170명 참여

7

2017 영화 읽어주는 공원

2017.08.18.~08.26
주최:서울시 서부

공원녹지사업소2017공감영화제-영화 읽어주는 
수목원 개최/550명 참여

8

2016 영화 읽어주는 수목원

2016.08.05.~08.13
주최:서울시 서부

공원녹지사업소
2016 배리어프리 공감영화제 – 영
화 읽어주는 수목원 개최/650명 참
여

9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
관 정기상영회 2019.01~12(9회 상

영)
주최 및 주관 : 서울
역사박물관

O 
배리어프리영화관 연 9회 진행
/923명 참여

10

서울역사박물관 토요배리어프리
영화관 정기상영회 2018.04~12(매달 넷

째주 토요일)

주최 및 주관:서울
역사박물관/협력:
(사)배리어프리영
화위원회

O 
토요배리어프리영화관 연 9회 진
행/893명 참여

11

서울역사박물관 토요배리어프리
영화관 정기상영회 2017.03~12(매달 넷

째주 토요일)
주최  및 주관 : 서울
역사박물관

O 
토요배리어프리영화관 연 10회 진
행/1,121명 참여

12

서울역사박물관 토요배리어프리
영화관 정기상영회 2016.03~10(매달 넷

째주 토요일)
주최  및 주관 : 서울
역사박물관

O 
토요배리어프리영화관 연 8회 진
행/927명 참여

13

2016 혁신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2016.08.19.~08.20
주최:서울시

지원:서울혁신센터
O O ‘작당 시작 프로젝트‘ 하늘과 

바람과 별, 그리고 영화‘ 개최 / 

24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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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 혁신형사업 (BF 클로즈 

시스템) 2016.07~2017.06 서울시

배리어프리영화 관람시스템 개발

15

2017 꿈다락토요문화학교 

공모지원사업

2017.04.08.~09.30

주관: 서울문화재

단

공동진행:구립구산

동도서관마을

후원:문화체육관광

부

협력: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배리어프리영상제작소 진행/40명 
참여

16

2019년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지원
2019.07.01.~2020.0
1.31

지원:문화체육관광

부, 경기도콘텐츠

진흥원
2019년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회 개최/77회 상영 12,000명 

참여

17
2018 서울시 우리마을 소극장

2018.06~12 서울시 O 
257회 상영 9,044명 참여

18
2017 서울시 우리마을 소극장

2017.05.17.~12.18 서울시
254회 상영 9,044명 참여

20

2019 서울혁신파크 

대시민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2019.10.24.~11.14 지원:서울혁신센터 O O 

‘배리어프리영화로 함께하는 

공감교육’ 진행/75명 참여

21

사회문제해결형 협업지원사업 

2019.12.15

공동 주최 및 주관 

: 배희관밴드, ㈜사

운드플렉스스튜디

오

후원 : 서울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

2019 배리어프리컬처데이 개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배수지와 함께한 <시간을 달리는 소녀>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33건)

2016.8.23
한국경제, OSEN, 
서울경제 외 

www.hankyung.co
m

2 김정은 <소중한 날의 꿈>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참여 (19건) 2016.9.18
스포츠동아, 헤럴
드POP 외 

www.sports.dong
a.com

3
제6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 배수빈, 이연희, 변요한 
참석(75건)

2016.11.9
뉴스엔, 한국경제 
외 

www.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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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풍당당 질리 홉킨스> 배수빈 화면해설, 배리어프리버전 
제작(11건)

2016.12.1
뉴스1, 매일경제 
외 

www.news1.kr

5
<빌리 엘리어트> 배우 이요원 화면해설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16건)

2017.4.24
연합뉴스, 스포츠
월드 외

www.yna.co.kr

6 이연희 화면해설 <볼링블링> 배리어프리버전 완성 (17건) 2017.6.21
마이데일리, MBN 
외 

www.mydaily.co.k
r

7
최희서 화면해설 재능기부 <목소리의 형태> 배리어프리버전 
제작 (5건)

2017.8.24
스포츠경향, 매일
경제 외 

www.sports.khan.
co.kr

8 제7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오늘 개막(19건) 2017.11.9
뉴스엔, 크리스천
투데이 외 

www.newsen.com

9 배리어프리영화의 미래를 보다-상영시스템 시연 상영회 (4건) 2018.2.13 경향신문 외 
www.news.khan.c
o.kr

10 <아이 캔 스피크> 엄지원 목소리로 모두 다 함께 본다 (11건) 2018.2.27 뉴스1, bnt뉴스 외 www.news1.kr

11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배리어프리영화관 하반기 상영작 공개(7
건)

2018.8.20
연합뉴스, 뉴시스 
외 

www.yna.co.kr

12 <심야식당2> 김종관 감독 연출, 배우 정유미 화면해설(16건) 2018.10.15 
씨네21, 스포츠동
아 외

www.cine21.com

13
2019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김태균 감독, 배우 최수영, 최
태준 (12건)

2018.10.31
텐아시아, 뉴스1 
외 

tenasia.hankyung.
com

14
영화와 추억이 함께하는 기억극장-대한극장, 무주산골영화제
(7건)

2019.5.28
뉴스포인트, 연합
뉴스 외

www.pointn.net

15 고척돔 배리어프리영화제-야구장에서 영화보자(12건) 2019.8.28
서울경제, 뉴스포
인트 외

www.sedaily.com

16
<일 포스티노>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신연식 감독, 김슬기 배우 
참여(14건)

2019.10.15
뉴시스, 스포츠서
울 외

www.newsis.com

17
<김복동> 송원근 감독, 박성훈 배우 참여로 배리어프리버전 
제작(23건)

2019.10.31
뉴스1, 일간스포
츠 외

www.news1.kr

18
2020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장건재 감독, 배우 최유화, 박
성훈(20건)

2019.11.13 뉴시스, 뉴스1 외 www.newsis.com

19 제9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 성료(63건) 2019.11.21
맥스무비, 서울경
제 외 

news.maxmovie.c
om

20 이종혁 <감쪽같은 그녀> 배리어프리버전 참여(4건) 2019.12.24
에이블뉴스, 싱글
리스트 외 

www.slist.kr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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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회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 2018.12.11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
네트워크

https://knsec.or.kr/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2017.~2019. 서울시
https://www.seoul.go.kr/news/n
ews_notice.do#view/9332?tr_co
de=snews

3 사회성과인센티브 2017.~
사회적가치연구원/
행복나래

https://www.cses.re.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재)숲과나눔 장재연 https://koreashe.org

2 행복나래 구영모 https://www.happynarae.com

3 서울역사박물관 송인호 https://museum.seoul.go.kr/

4 인천미림극장 윤성구 http://www.milimcine.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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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치매친화영화상영-기억극장 2019

치매 혹은 인지능력저하인 어르

신들을 위한 영화관람과 활동을 

결합한 문화프로그램 

http://www.pointn.net/

news/articleView.html?i

dxno=6348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295

2016034_북센스
 

단체명 북센스 대표자명 송주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30

단체 웹사이트
booksense.modoo.at

facebook.com/booksense2005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송주영
작성자 
연락처

02-3142-3044
작성자
이메일

julialook2@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
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대시민 강연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 2019.8.22.

~
2019.11.22

서울혁신파크 O O O
내 책 쓰기 코칭 프로그램
- 3회 강연, 90여명 참여

2

<우리의 활동이 책이 된다면>

2019.11.23
(재)숲과 풀씨, 
녹색교육센터

O환경활동가를 위한 작가 되기 코칭 
프로그램 – 3회 강연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페미니즘 명리학’ 내세운 릴리스 “팔자
가 세다고요? 그럼 내가 상여자구나 생각하세요 
(신간 인터뷰 기사)

2020.02.07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
ws/Read/202002041459365519

2 [인터뷰영상] 사주 본 사람이라면 한번쯤 듣는 말 2020.02.06 PRAN-프란 youtu.be/lkx1EKylyFo

3 [책]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2019.12.21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CultureAll/
2019121123123353337

4
[사람과 사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 
“목공·철공소처럼 플라스틱 대장간을 만들어 봅시
다” (신간 인터뷰 기사)

2019.12.0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
an_art_view.html?artid=201912022
141005&code=100100&utm_sour
ce=twitter&utm_medium=social_s
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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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 70세 플라스틱, 46억 세 지구를 위협하다 2019.11.28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
/view.php?code=20191128190140
2358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보전분야 우수상)

2018.10.15 서울시청 -

2 2019 환경의 날 (대통령 표창) 2019.06.05 행정안전부 -

3 2019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2019.12.16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장이정수, 송주영 http://ecofem.or.kr/

2 (사)녹색연합 윤정숙 http://www.greenkorea.org/

3 (사)자연의벗연구소 이시재 http://www.ecobuddy.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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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1, 4, 5, 3, 2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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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5_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단체명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대표자명 류형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6.30

단체 웹사이트 kyca.net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서규성
작성자 
연락처

02-387-0771
작성자
이메일

kyca04@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청.학.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동행

멘토)
2019.04~11 행정안전부 O O O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진로

멘토링

2

종로구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및 

어울림마당
2019.04~11 종로구청 O O O

종로구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문화

활동

3
2019 은평 청소년축제

2019.06~11 은평구청 O O O
은평청소년들의 문화축제

4

제19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

진대회 2019.06~11
금산군, 화성

시청
O O O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5

청.학.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동행

멘토)
2018.04~11 행정안전부 O O O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진로

멘토링

6

종로구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및 

어울림마당
2018.04~11 종로구청 O O O

종로구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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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7

제18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

진대회 2018.06~11 오산시청 O O O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8

2018 은평청소년 우리동네 공원

지킴이
2018.06~10 은평구청 O O O

청소년들의 공원 환경 미화 및 개

선 사업

9

2018 은평다문화 청소년 톡톡스

쿨(Part.2)
2018.06~11 은평구청 O O O

은평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업 및 

진로 지도

10
해피마린 해양탐구동아리활동

2018.05~10
한 국 해 양 재

단
O O O

해양탐구동아리 환경정비활동

11
전국청소년마술대회

2018.05~08 전주시청 - - -
전국청소년마술대회 사업

12

청.학.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동행

멘토)
2017.04~11 행정안전부 O O O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진로

멘토링

13

종로구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및 

어울림마당
2017.04~11 종로구청 O O O

종로구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문화

활동

14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

진대회 2017.06~11 금산군청 O O O

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15
해피마린 해양탐구동아리활동

2017.05~10
한 국 해 양 재

단
O O O

해양탐구동아리 환경정비활동

16
전국청소년마술대회

2017.05~08 전주시청 - - -
전국청소년마술대회 사업

17

종로구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및 

어울림마당
2016.04~11 종로구청 O O O

종로구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문화

활동

18
제16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

진대회
2016.06~11 전북대학교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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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19

2016 은평다문화 청소년 톡톡스

쿨
2016.06~11 은평구청 O O O

은평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업 및 

진로 지도

20
해피마린 해양탐구동아리활동

2016.05~10
한 국 해 양 재

단
O O O

해양탐구동아리 환경정비활동

21
전국청소년마술대회

2016.05~08 전주시청 - - -
전국청소년마술대회 사업

22

서울시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및 

어울림마당

2016.04~11 서울시청 O O O
서울시 청소년동아리지원 및 문화

활동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

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신년하례식 및 동아리문화

대상 시상식 

2017.01.

23
한국NGO신문 

http://www.ngonews.kr/sub_

read.html?uid=92410

2
서울특별시-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2016 서울 청

소년축제’ 개최 

2016.07.

18
한국NGO신문 

http://www.ngonews.kr/sub_

read.html?uid=87017

3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패기 있는 도전, 아름다운 

미래, 네 끼를 펼쳐라!” 

2016.11.

13
한국NGO신문 

http://www.ngonews.kr/sub_

read.html?uid=90266

4
제18회 대한민국 청소년동아리 경진대회, 20일 오

산 개최 

2018.10.

01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

181001000464

5 종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2019.06.

20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

e/201906200849163006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 -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
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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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www.sen.go.kr

2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유재준 sbedu.sen.go.kr

3 은평구청 김미경 www.ep.go.kr

4 은평교육복지센터 라미영 https://blog.naver.com/ephappydream

5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정숙 http://www.sy0404.or.kr/

6 한국경제신문, 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 이석형  http://www.chungwoon.ac.kr

7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www.kspo.or.kr

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홍봉 http://sasw.or.kr/

9 한국능력교육개발원 전석한 www.jobtraining.co.kr

10 한국멘토링코칭센터 이용철 https://careerin.blog.me/220257672383

11 종이문화재단 노영혜 www.paperculture.or.kr

12 AnkorHighSchool Lot Rin -

13 데어 탁무권 -

14 창의공작소 송미숙 https://cf.pen.go.kr/

15 Krobey real Primary School
P h o y 

Saro
-

16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이관춘 http://www.mjc.ac.kr/ 

17 해외동포책보내기 운동협의회 손석우 https://blog.naver.com/sds9119

18 아름다운 청소년무대만들기 이주영 blog.naver.com/saranghejins/110186158228

19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온프렌즈) 전병노 https://kaccc.org:44431/

20 한국반달문화원 정진현 www.bandal.org

21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박동은 kocconet.or.kr

22 청운방송국 안재현 http://cubs.chungwoon.ac.kr/

23 은평구교육콘텐츠협의회 곽미영 https://hrdezhyun.blog.me/221399887725

24 국제미래학회미래정책연구원 안종배
https://blog.naver.com/parkseayun/4018459481

3

25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심현수 http://www.cleancontents.org/

26 대청호자연생태관 청소년직업탐색센터 이명완
https://www.donggu.go.kr/dg/tour/contents/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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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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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4,3,2,1,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혁신 별별CEO 프로그램 2017~
다양한 체험 및 강의를 들으며
혁신적인 사고 방식으로 진로 및 학
습을 하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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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6_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단체명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표자명 강신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5.07.01

단체 웹사이트
altenergylab.co.kr

facebook.com/altenergylab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강신호
작성자 
연락처

010-8864-3024
작성자
이메일

kangsinh.m@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프로젝트] 야외공간활성화 프로젝
트 참여

2015.12.01~
2015.12.31 

서울시 O O O (물고기가든, 에너지스테이션, 에너
지콘솔) 등 제작 주도, 태양광 판넬 
시민교육 및 에너지스테이션 공동제
작교육프로그램 운영

2
[강연회] 후지무라 박사초청 강연회

2015.09.16 서울시 O O
행사 진행 및 사회

3
[행사참가] 서울시 에너지생활기술 
공모전 2015, 2016, 

2017
서울시 O O O

심사위원/멘토단

4
[행사참가] COP21 파리 기후협약총회

2015.11.30.~1
2.11

녹색연합, 성대
골에너지자립
마을, 기후위기
행동

O
녹색연합과 함께 현장 사이드 이벤트 
참가

5
[강연회] 기후변화 강연회

2016.02.16 단독 O OCop21 의의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강
연회 개최

6
[교육] 페달파워스쿨

2016.05~2016
.10

서울시
서울혁신센터

O O O페달을 활용한 기기를 만듦으로써 화
석연료 저감방안 교육

7
[교육] 북한산메이커 둘레길 -생활기
술체험의 날

2016.11.16
서울시, 서울혁
신센터, 혁신파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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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파크 메이커 자원 시민체험기회 
제공

크 에이커단체

8

[강연회]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탈핵
운동의 현황과 과제

2016.12.16 서울혁신센터 O O O
탈핵운동을 공유하기 위한 강연회 개
최

9

[연구용역] 라오스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2015.10.12.~2

016.07.15
(사)나눔과 기술 O O

왕겨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방 스토브 개발

10

[연구용역] 라오스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2차 2016.07.15.~2

016.10.30
(사)나눔과 기술 O O

왕겨를 에너지원으로 반방장치 개발 
및 보급

11

[연구용역] 대안에너지 전망에 따른 대
안외식업 연구 2016.05~2016

.10
오가니제이션
요리

O O
친환경 생태적인 외식문화를 위한 대
안에너지 연구

12
[교육]은평구내 선정고 과학동아리 2016, 2017, 

2018 여름
선정고등학교 O O

태양광 원리 등 교육

13

[연구용역 ] 적정기술 매뉴얼 제작-농
기계 부문 2015.07~2016

.04
충청남도 O O

농기계를 적정기술로 만드는 기법 개
발 및 문서화

14
[위촉]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원 2016.12~2018

.12
서울시 O

에너지 절감 위한 자문

15
[위촉]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위원

2016.12~2018
.12

서울에너지공
사

O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활동

16

[위촉] 적정기술 국제컨퍼런스 운영위
원회 2016.11.30.~2

016.12.02

한국적정기술
학회,
서울대

O O
적정기술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컨퍼
런스 운영위원활동

17

[협업프로젝트] 파크얼라이언스-플라
스틱 써저리 2016.12.09.~2

017.05.31

서울혁신센터, 
금자동이, 슬로
리, 프로젝트 C, 
터치포굿

O O O
입주단체들과 생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제안

18

[연구용역] 영광군 적정기술 기초현황 
연구조사 2017.01~2017

.03
영광군청 O O

영광군에 적정기술 개발 기반을 만들
기 위한 사전조사

19
[교육]태양광발전의 원리 2017.3월,

2017.9월
각 수회 강의

서울중부기술
교육원

O O O
신재생에너지PM과정 출강

20
[협업프로젝트] 플라스틱 대장간

2017.05~현재 금자동이 O O O버려지는 플라스틱 장난감의 창의적 
재활용교육개발

21
[포럼] 2017 서울혁신파크 쓰레기 제
로 포럼

2017.06.08
서울혁신센터, 
금자동이, 터치

O O O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306

쓰레기 없는 파크를 위한 포럼 기획 
및 발제

포굿

22

[프로젝트] 에코희망여행-필리핀 캠프
아시아 지원활동

2 0 1 7 , 
0 9 . 1 3 ~ 1 7 , 
2018, 2019
(3회 방문)

(사) 캠프 O O
필리핀 현지 빈곤층을 돕는 봉사활동

23
[포럼] 마을과 공동체속의 적정기술

2018.02.23 서울혁신센터 O O O
국내 적정기술의 사례를 발굴하고 교
류하기 위한 포럼 행사 기획 및 주도

24
[포럼] 시민정책포럼-플라스틱을 어떻
게 할 것인가 2018.04.27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O O
플라스틱 문제점 발제

25

[프로젝트] 2018서울시 리빙랩-음식
물쓰레기 자원화 2018.07.25.~2

018.11.30
서울시, 국토환
경연구원

O O
버려지는 음식물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실용화 수행

26
[포럼] 음식물 버리지말고 자원화 하자

2018.08.02
자체, 국토환경
연구원

O O
포럼 기획 및 발제

27

[포럼] 서울시정책박람회-음식 어떻게 
먹고 어떻게 버릴까

2018.10.26
서울시, 국토환
경연구원

O O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 발표 
및 사례소개

28
[행사]쓰레기파티

2018.11.17
지구를지키는
배움이있는곳

O O O
쓰레기 없는 생활아이디어 전시

29
[교육] 1.5도 적정기술학교

2017 상하반기,
2018 상하반기

자체 O O
연구소 자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30
[교육]“대안학교 적정기술 수업” 2017년 1학기,

2018년 1,2학
기

오디세이학교,
영셰프스쿨, 로
드스꼴라

O O O
파크 내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적정
기술 수업 진행

31

[프로젝트] 2019년 시정협치형사업 
응모 2018.03~2018

.12
서울시 O O

적정기술 관련 국제행사를 혁신파크
에서 하자는 제안

32

[교육]서전고등학교 환경과학동아리 
특별수업

201903~08
충북진천 서전
고등학교

O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과학수
업 및 실습

33
[행사] 2019 서울적정기술한마당 2019.07.05.~0

7
서울시
준비위원회

O O O
행사 기획 및 준비, 참여

34

[포럼]시민정책포럼 “플라스틱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것인가”

2019.07.18

기후변화행동
연구소, 국토환
경연구원,녹색
전환연구소

O
발제 및 토론

35
[프로젝트] 옥상공유활동-아쿠아포닉
스 설치

2019.08~09
어반가드닝랩 
등 파크 옥상공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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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포닉스 관련 교육 및 제작설치 
교육실습 주도

유활동팀

36
[포럼] 국제개발활동-캠프아시아 사례
공유 2019.11.25 (사)캠프 O O
포럼 준비 및 발제

37

[교육]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에너지 자립” 강
의

2019.09~12, 
성남 등 5개 시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

O

재생에너지 관련 이론강의

38
[교육]경기도민 에너지프로슈머 리더
대학 2019.08~12, 

용인 등 8개 시
경기도지속가
능발전협의회

O
태양광발전 관련 이론교육

39
[교육]기타 환경 및 적정기술

2016~2019, 수
시교육

자체 O O O파크 방문 신청자들 대상 이론 및 실습
교육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사] '적정기술' 나와 이웃, 동네 상황에 맞는 기술로 
삶의 질을 높여갑니다.

2018.11.1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
cle/23135714

2 [기고]서울에서 적정기술 맛 보실래요? 2019.6.26
서울혁신파크, 
브런치

https://brunch.co.kr/@com
m/121

3 [기사]서울혁신파크서 5~7일 '서울적정기술 한마당' 2019.07.01 MBN
https://www.mk.co.kr/news
/politics/view/2019/07/473
001/

4 [기사]우리를 위한 ‘적정’한 기술 2019.11.03 연세춘추
http://m.chunchu.yonsei.ac.
kr/news/articleView.html?i
dxno=26166

5

[기사]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 “목공·철
공소처럼 플라스틱 대장간을 만들어 봅시다”

2019.12.03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
ews/khan_art_view.html?art
_id=201912022141005#csid
x0a680851ef4a930891255fa
fc204d54 

6 [기사] 소외된 90%를 위한 과학적정기술 2016년24호 어린이과학동아
http://dl.dongascience.com
/pdf/aView/C201624N007

7 [기사]태양과 바람,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2017.08.04 인드라망 소식지
http://www.indramang.org/
bbs/board.php?bo_table=
magazine&wr_id=1431

8
[기사]플라스틱 사용 계속되는 한 소각장도 줄어들지 
않아

2019.07.18
그린포스트코리
아

http://www.greenpostkore
a.co.kr/news/articleView.ht
ml?idxno=106979

9 [기사]플라스틱 없이 한번 살아볼까요? 2018.04.20 이로운넷코리아
http://www.eroun.net/news
/articleView.html?idxno=23
47

10 [기사]플라스틱 폐기물 사회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2018.05.0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
px?CNTN_CD=A000243072
6

11 [기사]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2019.12.21 매일신문
http://news.imaeil.com/Cul
tureAll/2019121123123353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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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사]70세 플라스틱, 46억 세 지구를 위협하다 2019.11.28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
w/busan/view.php?code=2
019112819014023583

13 [영상]적정기술을 아시나요? / YTN 사이언스 2017.05.25 YTN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
watch?v=THW4RcJKmx4

14 [영상]착한 대안, 적정기술을 찾아라 2018.12.24 대전 MBC
https://www.youtube.com/
watch?v=uiaa_EFUXAg

15 [기사]“고생 끝에 병이 온다" 적당히 살고 싶은 사람들 2017.08.0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2346111

16
[기사]에어컨도 논의해서 켜는 사람들, 묘하게 매력
있네

2016.08.2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
px?CNTN_CD=A000223810
6

17
[영상] EBS 특집 다큐 세상을 바꾸는 작;당 – 서울혁신
파크사람들

2016.12.25 EBS2
https://home.ebs.co.kr/sdo
cu/board/1/502952/view/1
0007734615?viewType=pc

18 [대담]핵을 넘어 태양의 시대로 | 대담 강신호 박진희 2017.03
작은 것이 아름
답다

http://jaga.or.kr/?p=9572

19
[기사]하루 유동인구 2000여 명, 그러나 식당은 만들
지 않는다

2018.07.06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NWS_Web/View/at_pg.as
px?CNTN_CD=A000245064
7&CMPT_CD=RPORT

20 [공저]자전거로 충분하다 2017.03.27 삶의 기술
http://www.yes24.com/Pro
duct/Goods/38240095

21 [공저]태양은 축제 2018.04.17 삶의 기술
http://www.yes24.com/Pro
duct/Goods/60492907

22 [공저]플라스틱 프리 2018.08.13 삶의 기술
http://www.yes24.com/Pro
duct/Goods/63708312

23 [공저]만드는 사람들 2019.12.23 삶의 기술
http://www.yes24.com/Pro
duct/Goods/85462988

24 [공저]내 손으로 만드는 적정기술 농기계 2016.06 충청남도

http://www.chungnam.net:
8100/cnnet/board.do?mnu
_url=/cnbbs/view.do?board
_seq=151307&mnu_cd=C
NNMENU01183&searchCn
d=0&pageNo=22&pageG
No=2&showSplitNo=10&c
ode=85

25 [저서]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 2019.11.20 북센스
http://www.yes24.com/Pro
duct/Goods/83519676

26 [기고]플라스틱 어쩌면 영원히 썩지 않을지 모른다 2018.05.02
작은 것이 아름
답다

http://jaga.or.kr/?p=11278

27
[기고]세계화에 맞서는 지역주의자-헬레나 노르베
리 호지

2018.10.29
작은 것이 아름
답다

http://www.greenkorea.org
/notice/66945/

28 [기고]전환의 시대에 적정기술의 역할 2020.01.02
적정기술
(21호)

https://atforum.tistory.com
/270?category=822541http
://www.approtech.or.kr/

29 [기고]생태마을과 적정기술 2017.09.01
녹색평론 (156
호)

http://greenreview.co.kr/gr
eenreview/356/

30
[기고]적정기술의 철학을 구현하는 대안에너지기술
연구소

2017.11.20
적정기술 학회지 
(2017.3권 2호)

http://appropriate.or.kr/we
bsite/05web02.php?id=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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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시장 공로표창 2019.03.29 서울특별시 하단 별첨 참조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로컬 퓨쳐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https://www.localfutures.org/

2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이우균 http://www.climateaction.re.kr/

3 사단법인 캠프 이철용 http://icamp.asia/

4 국토환경연구원 김태승 http://www.kried.kr/default/index.php

5 금자동이 박준성 https://www.kumjadonge.co.kr/

6 샨티교육공동체 황우승 http://cafe.daum.net/shanth

7 충남적정기술연합회 이승석 https://www.facebook.com/atcoop/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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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④-③-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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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페달파워(페달 세절기 등) 활
성화

2020
국내에서 가장 많고 다양한 페달기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으며, 페달세절기 
등 실용성 높은 제품의 개발 및 보급

https://www.facebo
ok.com/modernsinh
o.kang/posts/14616
73713971845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2020
음식물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바이오가스
화하여 사용하는 기술

http://cafe.daum.ne
t/shanthi.energy/Ue
lq/14

3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을거야

2019~2020

플라스틱의 특성을 정확히 알려서 태우거
나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순환이 가능한 플라
스틱 미래에 대한 제안을 담은 단행본 도
서 및 교육프로그램

https://www.facebo
ok.com/modernsinh
o.kang/posts/14008
032567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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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서울시장 공로표창 2019.03.29 서울특별시 하단 별첨 참조(이미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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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7_마을기술센터 핸즈

단체명 마을기술센터 핸즈 대표자명 정해원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7.01

단체 웹사이트 handz.or.kr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해원
작성자 
연락처

010-8188-9076
작성자
이메일

love@handz.or.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
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
신센터 포
함) 입주
단체와 협
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둥근햇빛발전 워크숍, 한살림 상암워크숍, 천안YWCA 적정기술워크숍, 

강화 인문학캠프 적정기술워크숍, 한살림햇빛발전 안성워크숍, 천주교 

안동교구 적정기술워크숍 등

2016.07 O

2

양평 환경논술 강의,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워크숍, 서울에너지드림

센터 뚝딱이학교 진행, 창원교육청 환경교사연수 적정기술워크숍, 핸즈

데이 진행(2회), 한살림 남부지부 워크숍, 시화호지킴이 적정기술 워크

숍(2회), 노량진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2016.08 O O

3

수명산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동작구 에너지축제 전시 및 워크숍, 

경기적정기술한마당 부스참가, 경기지속가능발전대회 전시 및 워크숍, 

안양군포환경운동연합 적정기술수업, 핸즈데이, 중등무지개학교 적정

기술 수업, 수원YWCA 다문화가정 적정기술워크숍, 양평군 에너지자립

캠프 진행, 한살림햇빛발전 안성워크숍, 강동구 에너지마루 워크숍 

등

2016.09 O O

4

산업자원부 에너지수용성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17년 6월까지), 강동

구 적정기술 워크숍, 한살림햇빛발전이사회 워크숍, 남양주 왕숙천행사 

전시 및 워크숍, 강화 꿈틀리인생학교 워크숍, 핸즈데이, 수원YWCA적

정기술워크숍, 동대문구 적정기술워크숍 등

2016.10 O O

5

강동구 초등학교 워크숍, 성미산학교 적정기술 수업, 녹색교육센터 

사회공헌 워크숍, 홍성 아하적정기술협동조합 워크숍, 거모복지관 적정

기술워크숍, 풀뿌리사회지기학교 강의, 용인시 적정기술워크숍 등

2016.11 O O

6 적정기술학회 전시, 경운대 적정기술 워크숍, 핸즈데이, 논산시 귀농귀 2016.12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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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인 적정기술워크숍,서울대 사회공헌단 적정기술수업, 부천동여중 

적정기술워크숍 등

7

리빙랩 마을연구원 모임,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는 에너지부문 그린인프

라 간담회,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회의, 수원YWCA 적정기술수업 

등

2017.01

8
핸즈데이(2회), 리빙랩 연구모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회의, 안산 

지역아동 적정기술 소개, 농민신문 적정기술소개(~9월) 등
2017.02 O O

9
맑은샘학교 빗물저금통 만들기, 마포 그린리더 양성과정 교육, 시티 

솔라포럼 참여, 성대골 리빙랩 회의, 푸른경기21 적정기술 회의 등
2017.03 O

10

핸즈데이, 가평 그린리더 양성과정, 청주 미원중학교 빗물저금통 워크

숍, 고양자유학교 워크숍,  서울중부기술교육원 신재생에너지PM 강의

(~5월), 글로벌 청소년 기후 에너지 포럼 워크숍, 양평군 정글의 법칙 

캠프, 성대골 마을학교 태양광 강의 등

2017.04 O O O

11

성대골 마을학교 워크숍, 삼성고등학교 동아리 적정기술 수업, 고양

YWCA 적정기술 워크숍, 50+ 적정기술워크숍, 관악주민연대 워크숍, 

은평중 직업체험, 동대문 휘경주공아파트 워크숍, 금산간디 교사연수원 

워크숍, 안산 동산고등학교 워크숍 등

2017.05 O O O

12

핸즈데이, 풍문고 적정기술 워크숍, 한성여중 워크숍, 구암고 워크숍, 

관악 에너지체험 한마당,  ‘노원맑음’ 태양광워크숍, 남강고 워크숍, 

동작구 어린이집 태양광 설명회, 전주 적정기술워크숍, 강서양천 기후

변화교육 적정기술 강의, 전남영광 햇빛저금통 만들기 워크숍, 푸른숲

학교 워크숍, 성북구청 행사 적정기술전시, 노량진2동 적정기술워크숍, 

논산 독립형 태양광 워크숍, 성대골 연극지원, 은평전환마을 적정기술

워크숍(~7월) 등

2017.06 O O

13

명덕고 적정기술 워크숍, 어린이과학동아 멘토링, 국사봉중학교 에너지 

수업, 연지타운 적정기술 강의, 남강고 워크숍, 안성고 워크숍, 길음초 

환경동아리 수업, 대구 환경운동연합 태양광 워크숍, 안산 햇빛분수 

워크숍, 서울혁신파크 내수내만 프로젝트 '런닝맨', 안성 한살림 두부공

장 햇빛저금통 워크숍, 한살림 남서지부 햇빛분수워크숍, 한국 아시아 

우호재단 LED스탠드 워크숍, 안국 아름다운가게 LED스탠드 워크숍, 

서대문진로체험 워크숍, 강동구 에너지마루 적정기술 강의 등

2017.07 O O O

14

불광중 직업체험, 홍천 영재교육원 워크숍, 동그라미재단 봉사활동 

LED스탠드 만들기, 파주 꿈의학교 아두이노 동아리 워크숍, CHRD 

귀농귀촌 워크숍, 핸즈데이, 경남우포 생태교육원 적정기술 워크숍, 

푸른꿈고 워크숍, 청주YWCA 적정기술 워크숍, 대안교육연대 ‘삶을 

위한 교사대학’ 적정기술 워크숍,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적정기술 

워크숍, 시흥에코센터 워크숍, 서울시 집수리학교 적정기술 워크숍, 

수원 에너지의 날 LED스탠드 워크숍,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적정기술 

워크숍, 경주 KT 희망장학생 적정기술강의, 구미 사다리프로젝트 워크

숍, 수유1동 적정기술 전시, 전주 에너지행사 적정기술 시연 등 

2017.08 O O O

15

은평진로센터 '적정기술과 놀자' 에너지 강의(~11월), 난곡난향 에너지

재생마을 LED강의, 감나무골 에너지자립마을 강의, '사회적 경제랑 

놀자' 적정기술워크숍(~11월), 산돌학교 에너지 강의, 문산 수억고 

햇빛저금통 워크숍, 어린이과학동아 프로젝트 중간점검 워크숍, 과천 

2017.09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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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스탠드 워크숍, 강일중 과학동아리 워크숍, 이천 그린리더 양성과정 

적정기술 강의, 안양YWCA 적정기술 강의, 장위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

마을 워크숍, 성덕여중 워크숍, 서울중부기술 교육원 신재생에너지 

PM 강의, 강서양천 중학교 선생님 워크숍, 안산 햇빛분수 워크숍, 

중랑 공동육아모임 적정기술 강의, 50+ 워크숍(~11월), 오딧세이학교 

자전거분수 워크숍, 서대문구 직업박람회, 수유1동 에너지자립학교, 

대성중학교 진로체험, 전농교회 태양광충전기 워크숍, 남양주 왕숙천 

축제전시 등

16

강동구 (신암중, 상일여중, 성내중) 에너지수업, 성신여중 에너지수업, 

목2동 자립마을 적정기술 워크숍, 은평아이들 적정기술 수업, 관악주민

연대 적정기술강사 양성교육(~11월), 강동선사문화축제 LED스탠드 

만들기, 고양자유학교 태양광충전기 워크숍, 은평지역 선생님들과 LED

스탠드 워크숍, 춘천아이쿱 어린이들과 LED스탠드 워크숍, CHRD 귀농

귀촌 적정기술 워크숍, 계원예술대학교 햇빛온풍기와 건조기 워크숍, 

인천 ‘나는 농부다’ 깡통스토브 워크숍, 양평 '걷자 가을 두물머리 물레길 

걷기'행사 전시, 핸즈데이 등

2017.10 O O O

17

대구 동구자원봉사센터 햇빛저금통 워크숍, 대전 문정중 워크숍, 수원

시 환경교육 한마당, 동두천 사회적경제한마당 전시, 안양YWCA LED스

탠드 워크숍, 성북 장위중 워크숍, 현대푸르미 태양광자동차 교육, 휘경

주공아파트 건조기워크숍, 강동구 (신암중, 배재중, 강일중) 에너지수업, 

성북 숭례초 수업, 괴산 느티울 꿈꾸는 청소년 동아리 캠프 워크숍, 

녹색교육센터 LED스탠드 워크숍, 불이학교 터널식 건조기 워크숍, 

수원시 환경교육 한마당 전시 및 체험, 거모복지관 적정기술워크숍(~12

월), 상암중 LED만들기 워크숍, 서대문진로체험 가재울중학교 수업, 

불광2동 에너지워크숍, 전주 '나는 뽁뽁이다' 행사 전시체험, 의왕텃밭 

스티로폼 건조기 워크숍, 수원 싱글라이프 적정기술 워크숍, 청주 

YWCA 적정기술 워크숍, 성동광진교육청 선생님들과 LED스탠드워크

숍, 성신여중 워크숍 등

2017.11 O O O

18

도시재생 적정기술 워크숍,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생활기술 워크숍, 

50+ 에너지컨설턴트 양성과정 태양광충전기 워크숍, 숙명여대 아태여

성정보통신원 라오스 캄보디아 대학생 적정기술 워크숍, 국사봉중학교 

워크숍, 난곡난향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LED스탠드 워크숍, 강동

구 (한영중, 신명중) 에너지 수업, 소명중고 적정기술 워크숍, 마포진로

직업체험센터 LED스탠드 워크숍, 목2동 에너지자립마을 워크숍, 어린

이과학동아 기자단 핸즈방문, 대구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캠프, 성북강

북교육청 선생님 LED스탠드 워크숍, 한국문화영상고 LED스탠드 워크

숍, 서대문진로체험센터 태양광자동차 워크숍, 천연충현 에너지자립마

을 LED스탠드 워크숍 등

2017.12 O O O

19

대전문정중 LED스탠드 워크숍, 은평고 직업체험, 춘천우물실연구회 

교사연수, 하남 꿈의학교 적정기술 워크숍, 경기도 적정기술오픈스페이

스 참석, 알쓸적기 모임, 서울 한살림 남부지부 작은환경교실, 시흥아카

데미 에너지시민학교 강의 등

2018.01 O O

20
핸즈데이, 은평희망플랜 DIY성장놀이터 적정기술 워크숍, 녹색교육센

터 그린잡(Green JOB) 에너지워크숍 등
2018.02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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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악꿈학교 적정기술워크숍(~12월), 서울 중부기술 교육원 신재생PM

강의(~4월), 핸즈데이 등
2018.03 O O

22

장위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LED스탠드 워크숍, 이룸학교 과학수

업(~6월), 수유 1동 에너지자립마을 적정기술 워크숍, 관악 청소년회관 

적정기술워크숍, 금하마을 워크숍(~5월)(YTN촬영), 서대문 진로직업

체험 워크숍, 양평군 정글의 법칙 캠프, 강서양천교육청 에너지강의, 

불광중학교 직업체험, 안산YWCA적정기술학교(~5월) 등

2018.04 O O

23

창3동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적정기술 워크숍, 남춘천중 과학심

화반 LED스탠드 워크숍, 마포 청소년문화의집 직업체험, 풍문고등학교 

동아리수업, 수원환경운동연합 워크숍, 휘경여중 과학동아리, 경기도 

따복기숙사 에너지 워크숍, 관악청소년회관<관악 놀이터>, 과학창의

재단 과학창의주간 에너지직업체험 (강서중, 영파여고, 인제고, 대성고, 

인화여고), 노원 EZ샘 (해설사) 양성과정 강의, 강서양천 에너지교육 

강사 양성과정(~7월) 등

2018.05 O O O

24

상봉중학교 <런닝맨>, 인천 갈산중 줄넘기발전기 워크숍, 수원환경교

육센터 적정기술 강의, 남양주 꿈의학교 워크숍, 남강고등학교 에너지

강의(~8월), 백양고등학교 아두이노 강의, 관악 지구살리기 에너지체험 

한마당, <노원맑음> 에너지체험, 핸즈데이, 신북초 태양광 벤치 작업, 

거모복지관 적정기술워크숍(~7월), 안양 YWCA_지구살림이 환경활동

가 양성교육, 홍릉동부 에너지자립마을 LED스탠드 워크숍 등

2018.06 O O

25

은평 구산중 동아리수업, 관악 주민연대 LED스탠드 워크숍, 인천 계산고

등학교 태양광 워크숍, 난곡굴참 에너지자립마을 LED스탠드 워크숍, 

50+서부캠퍼스 서울교통공사 LED스탠드 워크숍, 화성 YMCA LED스

탠드 만들기, 서부교육청 LED스탠드 만들기, 광명소하중학교 적정기술

워크숍, 문산수억고 미세먼지 측정기, 과천맑은샘 꿈의학교 워크숍, 

국사봉중학교 축제 전시, 영주재능기부센터 여름캠프 LED스탠드 만들

기, 강동구(강일중) 에너지수업,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태양광

교실, 수원환경운동센터 적정기술워크숍, 서울혁신파크 청소년 태양광

교실, 대성중학교 적정기술 워크숍 등

2018.07 O O O

26

기술혁신랩 <적정기술로 여름나기 뚝딱뚝딱 제작캠프>, 의왕텃밭 빗

물저금통, 서울에너지공사 어린이 태양광교실, 안산 YWCA 그린멘토스

쿨, YTN사이언스 촬영, 은평구 편백 에너지자립마을 적정기술워크숍, 

난곡난향 에너지자립마을 적정기술 워크숍, 오산 햇빛건조기 워크숍, 

볍씨학교 교사워크숍, 인천신명여고 햇빛건조기 워크숍, 대안교육연대 

<삶을 위한 교사대학> 적정기술워크숍, 가평 에너지 프로슈머 시민교

육, 강동구(상일여중) 에너지수업, 노원EZ센터 해설사 워크숍, 제주청소

년수련관 LED스탠드 워크숍 등

2018.08 O O O

27

태양의 학교 적정기술 강의, 은평에코맘 적정기술교육(은진초, 불광중, 

신사초, 녹번초), 서울중부기술 교육원 신재생PM강의(~10월), 볍씨학

교 적정기술 워크숍, 태양광교육(발음지역아동센터, 주함지역아동센

터), 고양우리학교 적정기술수업(~11월), 수원 YMCA LED스탠드 워크

숍, 안산 샛별도서관 태양광교육, 충남도립대 태양광충전기 만들기, 

가재울 에너지자립마을 LED스탠드, 서울 청소년 환경축제 <꿈을 그린

(Green)청소년> 에너지체험, 산청간디고 축전식 독립형태양광 만들기, 

2018.09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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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상일여중, 신암중) 에너지수업, 서울 동구여중 LED스탠드 워크

숍, 은평은광교회 적정기술 워크숍(~10월) 등

28

꿈틀리인생학교 태양열 온풍기 수리, 송정에너지자립마을 적정기술 

워크숍, 남양주 왕숙천축제,  호곡중학교 적정기술 수업, 수유1동 에너지 

자립마을 축제 전시, 평택 은혜중 적정기술 수업, 가평 그린리더 양성과

정 LED스탠드 워크숍, 마포 청소년 과학창의페스티벌, 핸즈데이, 명덕

고 적정기술 워크숍, 난곡난향 LED스탠드 워크숍, 동대문 제기동 LED스

탠드 워크숍, 은평 구산중 적정기술 수업 등

2018.10 O O

29

이대부속고등학교 직업체험, 공감만세 LED스탠드 워크숍, 신곡초 LED

스탠드 워크숍, 녹색교육센터 LED스탠드 워크숍, 연서중 직업체험, 

강동구(신명중, 상일여중, 한영중) 에너지수업, 환경교육센터_태양광충

전기 워크숍, 안성고 태양광자동차 워크숍, 서신초 교사워크숍, 성미산

학교 독립형태양광 워크숍, 은평평생학습관 워크숍(~12월), 지리산 

한생명 적정기술 워크숍, 안산녹색소비자연대 LED스탠드 워크숍, 성남

정자초 태양광충전기 워크숍, 노원불암도서관 LED스탠드 워크숍, 수원

환경운동연합 줄넘기발전기 워크숍 등

2018.11 O O O

30

핸즈데이, 전주 <나는 뽁뽁이다> 전시 및 체험,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태양광 자동차 워크숍,  부천동여중 적정기술수업, 서대문진로체험센터 

LED스탠드 워크숍, 수원YWCA 적정기술수업, 여주시 지속발전협의회 

LED스탠드 워크숍, 강동구(강일중), 서울혁신파크 에너지전환포럼 참

여,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강사양성과정(~2019.02), 경기도적정기

술협의회 간담회 발제, 사당우성_에너지 자립마을 LED스탠드 워크숍, 

운산고 적정기술 수업 등

2018.12 O O O

31

수원 <착한 에너지를 위한 지구환경강사 양성과정> 워크숍 진행(~2

월), 원광보건대학교 특강, 안산YWCA <청소년 적정기술 학교>워크숍, 

괴산 <스티로폼 건조기 만들기> 워크숍, 여수YMCA 교사연수 등 

2019.01 O O

32

서울에너지공사 강의, 춘천과학교사 햇빛오디오 워크숍, 마포그린리더 

환경강사양성과정, 핸즈데이(독립형태양광, 햇빛오디오), 수원 두드림 

<미세먼지 없는 마을 강사 양성교육>진행 등

2019.02 O O

33

수지꿈학교 태양광충전기 만들기, 에너지수호천사강사 역량강화 워크

숍,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개관식, 학교밖청소년 인턴십 면접, 경기

도 적정기술협의회 회의, 푸른숲학교 강의, 핸즈데이(LED스탠드, 햇빛

오디오) 등 

2019.03 O O

34

핸즈데이(공기청정기), 수원입북초 교사워크숍, 한살림 공기청정기 워

크숍, 관악청소년회관 워크숍, 통영 재석초 LED스탠드 워크숍, 대구꿈

학교 워크숍, 수원 남창초 미세먼지 워크숍, 과천과학관 전시체험, 전주

과학교육원 환경교육, 파주문산고 교사워크숍, 도봉구청 태양광강의, 

난곡난향 자전거발전기 워크숍, <태양광 메이커 교과서> 북콘서트 

등

2019.04 O O O

35

수원 산의초 · 입북초 미세먼지 측정기 워크숍, 핸즈데이(공기청정기, 

햇빛오디오), FAN5 에너지파빌리온 설치 및 워크숍, 입북초 6학년 

수업, 에코동동 줄넘기발전기워크숍, 풍문고 적정기술워크숍, 파주 문

산고 꿈의학교 (미세먼지측정기, 햇빛분수와 자전거분수), 은평진로체

험 대성중, 가인초 태양광 공개수업, 홍은 자립마을 공기청정기 워크숍, 

2019.05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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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업교육, 공감만세 LED스탠드 만들기, 관악청소

년회관 에너지 워크숍, 광교생태환경교육관 적정기술워크숍(~7월), 

과천 햇빛오디오 워크숍, 고은아파트 공기청정기, 광명YMCA 에너지시

민학교, 사파중학교 적정기술 워크숍 등

36

성북구 환경의 날 행사 <함께해줘 지구야> 전시, 안산YWCA 적정기술 

꿈의학교, 남창초 교사연수, 강화동광중 적정기술 워크숍, 가평 녹색환

경캠프, 정보문화의 달 전시, 관악 에너지체험 한마당, 은평구산중 직업

체험, 어울초 방과후 수업(~7월), 과천맑은샘 꿈의학교 햇빛건조기 

워크숍, 성미산에너지자립마을 햇빛분수 만들기, 서초구청 햇빛분수 

전시, 고은자립마을 LED스탠드 만들기, 통영RCE 공기청정기 워크숍, 

에너지아카데미 <서초의 미래, 에너지를 꿈꾸다> 등

2019.06 O O O

37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적정기술교육, 연천초 햇빛분수 설치, 도봉구청 

에너지강사 모임, 서울적정기술한마당 전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태양

광워크숍, 서부캠퍼스 청소년동아리 방문, 홍은청소년의집 양성평등교

육, 관악청소년회관 에너지교육, 군포 환경동아리, 가평 녹색환경캠프, 

핸즈데이(햇빛오디오), 충북 회남초 수업, 국사봉중 부스운영, 영주사회

복지관 햇빛저금통 워크숍, 성남시 청소년에너지실천단 특강, 청주

YWCA 적정기술워크숍, 경기지속협 적정기술워크숍, 수원YWCA 적정

기술워크숍, 산안마을 공기청정기 워크숍, 화성시 마을공동체 적정기술 

워크숍, 청담고 적정기술워크숍, 진천 마을 태양광 강의 등

2019.07 O O O

38

전북과학교육원 환경교육연수, 어울초 방학프로그램, 펄벅재단 적정기

술워크숍, 핸즈데이(줄넘기발전기, 도서수납형 의자), 대안교육연대 

교사연수, 부천YMCA LED스탠드 워크숍, 서울혁신로드 적정기술 홍보

단, 태양광TV 촬영(발광맨), 노원에코센터 적정기술워크숍, 세운상가 

기술혁신랩 방학워크숍, 안산YWCA 적정기술꿈의학교, 은평진로센터 

연서중 체험(~11월), 한살림동부지부 공기청정기 워크숍, 휘경여중 

적정기술 강의, 맑은샘 꿈의학교 LED스탠드 워크숍, 관악청소년회관 

LED스탠드 워크숍, 화성지역 햇빛건조기 워크숍 등

2019.08 O O O

39

마포 과학창의페스티벌, 청주 태양광충전기와 공기청정기 워크숍, 관악

청소년회관 워크숍, 국사봉중학교 LED스탠드 만들기, 중량구 햇빛저금

통 만들기 워크숍, 무학여고 적정기술 특강, 태양광TV 태양광캠프, 

명덕고 적정기술 수업, 도봉 창포원 그린 도봉, 서대문 진로박람회, 

관악청소년회관 에너지 수업, 광명 적정기술 강의, 두두협동조합 SK 

C&C 프로그램, 가평 그린리더 LED스탠드 만들기, 한살림 강동 공기청

정기 만들기,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한가위 마을축제, 통영 RCE센터 

교사연수 등

2019.09 O O O

40

마포직업체험(광성중, 성사중, 홍대부여중, 상암중), 대성중 체험학습, 

용산영재교육원_햇빛오디오, 남춘천중 햇빛오디오 워크숍, 증산중 직

업체험, 국사봉중 깡통스토브 워크숍, 통영동원고 워크숍, 성미산학교 

독립형태양광 워크숍, 문산수억고 햇빛저금통 워크숍, 부천꿈의학교 

공기청정기, 산울림청소년수련관 햇빛건조기 워크숍, 강동선사문화축

제 LED스탠드 만들기, 발광맨 KBS촬영, 광진구 문화단체 LED스탠드 

만들기, 행신고 적정기술 강의, 양천구 독립형태양광가로등 만들기, 

인천진로교육센터 공기청정기 만들기, 핸즈데이(태양광충전기, 햇빛오

2019.10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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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홍천여중 적정기술수업, 난곡난향 마을축제 지원, 송정중 LED스

탠드 만들기, 연희중학교 메이커 동아리(~12월), 성미산마을 LED스탠

드 만들기, 은평혁신교육축제 전시체험, 화성병점2동 LED스탠드 만들

기, 통영 RCE센터 교사연수, 성북구 ‘차없는거리’행사 전시체험, 호곡중 

적정기술에너지교육 등

41

순천향대학교 적정기술워크숍, 녹색교육센터 LED스탠드 워크숍, 마포

직업체험_서울여중, 고양우리학교 태양광가로등, 두두 협동조합 SK 

C&C 프로그램, 장한평 자립마을 햇빛저금통, 그린멘토스쿨 원전하나

줄이기 정보센터, 통영 세상을 바꾸는 직업 꿈길콘서트, 청주 YWCA 

태양광 충전기 워크숍, 양천 에너지공동체 강의, 전주 ‘나는 뽁뽁이다’ 

거리축제, 통영 RCE센터 교사심화연수, 한살림 남서울지부 노원에너지

제로주택 방문, 안성고 직업체험, 국사봉중 LED스탠드 워크숍, 금산간

디중 특강과 에너지캠프, 서연중 메이커동아리, 환경교육센터 에너지 

톡톡 마을여행, 볍씨학교 에너지워크숍, 남춘천중학교 적정기술워크숍, 

번동 LED스탠드 만들기 등

2019.11 O O O

42

한살림 북서울지부 워크숍, 홍은청소년의집 양성평등교육, 성북그린리

더 심화 태양광충전기, 국사봉중 깡통스토브, 월계도서관 LED스탠드 

만들기,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에너지분과 워크숍, 숭실중 적정기술체

험, 서울혁신파크 이노베이션로드 전시, 동대부고 독립형 태양광 설치, 

광진구 에너지공동체 LED스탠드 만들기, 순천향대 동아리 지원, 핸즈데

이, 통영 ESD지도사 강의, 관악구 에너지수업(당곡초, 성보중, 신림중, 

신림초), 대성중 직업체험, 산본공고 직업체험, 서울혁신파크 만다라정 

태양광등 설치, 구암고 적정기술 워크숍 등

2019.12 O O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100개 햇빛교당 넘어 몽땅햇빛으로 2016.07.22. 원불교신문
www.wonnews.co.kr
/news/articleView.ht
ml?idxno=115878

2 에어컨도 논의해 켜는 사람들, 묘하게 매력있네 2016.08.27. 오마이뉴스 omn.kr/kysa

3 착한 기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꾼다 2016.09.21. 한국일보
www.hankookilbo.c
om/News/Read/201
609212059205765

4 손으로 만나는 햇빛 에너지 2017년 3월호
작은것이 아름
답다 : 햇빛살림

http://jaga.or.kr/?p
=9572

5

[생활 속 적정기술 따라잡기]
1. 스마트폰 충전기
2. LED스탠드
3. 햇빛 식품 건조기
4. 미니 태양광발전기
5. 깡통스토브

2017.03.31
2017.04.14.
2017.06.23.
2017.07.07.
2017.09.09.

농민신문 www.nongmin.com

6
아빠가 들려주는 적정기술 이야기
- 만능은 아니지만, 삶을 바꾸는 기술 (111호)
- 하늘에서 내리는 깨긋한 에너지, 태양광 (112호)

2017년 
5-6월호
7-8월호

민들레
http://www.mindle.
org/xe/index.php?m
id=bimonthly&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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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을 이용한 햇빛건조기 (113호)
- 생활 속에서 적정기술 아이템 찾는 방법 (114호)

9-10월호
11-12월호

e=1

7
'지구를 위한 과학' 메이커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열려
주변 식물을 죽이는 에어컨 실외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2017.07.08.
2017.10.21.

동아사이언스

dongascience.dong
a.com/news.php?idx
=18886
dongascience.dong
a.com/news.php?idx
=20178

8 적정기술 활용하면 교회 에너지절약 간단해요 2017.08.25. 아이굿뉴스
www.igoodnews.net
/news/articleView.ht
ml?idxno=54182

9 미래기획 2030 착한 실험, 도시의 삶을 바꾼다 2017.11.05. KBS www.kbs.co.kr

10 [출동!기자단] 태양광 LED스탠드를 만들어 보자! 2018.01.17.
어린이과학동
아

dongascience.dong
a.com/news.php?idx
=21153

11 [호모 마키나] 기계의 유혹 2018.04.26. YTN 사이언스
youtu.be/dMyRH1yj
ywA?t=2153

12 인간 동력 발전기를 찾아라 2018.09.13. YTN 사이언스
youtu.be/BvGjyocYI
2U

13 환경 위한 적정기술, 자전거 같은 거죠 2018.11.18. 그린포스트

www.greenpostkore
a.co.kr/news/article
View.html?idxno=9
8181

14
적정기술과 메이커의 만남 : 지속가능 사회의 첨병이 될 수 
있을까?

2018.12.17. 메이크올

https://www.makeal
l.com/network/story
view.php?tsort=3&
msort=10&s_key=
&s_type=&no=208
&page=1

15 착한 대안, 적정기술을 찾아라 2018.12.24. 대전MBC
youtu.be/uiaa_EFUX
Ag?t=968

16
발광맨의 에너지원천! 태양광 망토의 비밀을 공개하다
발광맨의 태양광 캠핑! 태양광으로 살아남기

2019.09.29.
2019.10.18.

태양광TV

youtu.be/ysft7zhrK
DI
youtu.be/XZXeej9re
3s

17 [KBS 생생정보] 신재생에너지 전도사 ‘발광맨’ 2019.10.21. KBS2
youtu.be/2g5F2rgXy
lc?t=9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감사장 2018.11.06. 연서중학교 -

2 감사장 2018.11.23.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3 감사패 2019.11.29.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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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석찬 solar.hansalim.or.kr

2 수원YWCA 김성아 swywca.or.kr

3 성대골사람들 김소영 sdgpeople.or.kr

4 성미산청소년교육활동연구회 이종훈 sungmisan.modoo.at

5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박용석
www.facebook.com/atcoop/posts/84649
6358765692

6 적정기술공방 정의웅 atworkshop.or.kr

7 에너지복지사회적협동조합 최우진 www.energywelfare.co.kr

8 적정기술학회 신관우 appropriate.or.kr

9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상명 ggag21.or.kr

10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김현희 www.ggecocenter.or.kr

11 안산YWCA 양애자 www.ansanywca.or.kr

12 환경교육센터 이대형 www.edutopia.or.kr

13 관악청소년회관 오희승 www.goyouth.or.kr

14 도봉환경교실 이대형 www.ecoclass.or.kr

15 난곡난향도시재생지원센터 김숙희 band.us/@nangok

16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센터 김영득 www.woori1318.or.kr

17 서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은해 myway1318.or.kr

18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정진희 www.mycc.or.kr

19 가평지속발전협의회 이종기 www.gagenda21.net

20 과천맑은샘학교 전정일 samschool.kr

21 통영RCE세자트라숲 박은경 ecopark.rce.or.kr

22 청주YWCA 김은희 www.cjywca.or.kr

23 대안교육연대 태영철 www.psae.or.kr

24 서울혁신센터 황인선 www.innovationpark.kr

25 세운상가 기술혁신랩 조주연 sehub.net/seinnotech

26 노원에코센터 정윤미 ecocenter.nowon.kr

27 국사봉중학교 최화섭 www.kuksabong.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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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명덕고등학교 남완규 www.myungduk.hs.kr

29 금산간디학교 태영철 gandhifree.net

30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www.energy.or.kr

31 홍천여자중학교 고승호 hongcheongm.gwe.ms.kr

32 순천향대학교 서교일 homepage.sch.ac.kr

33 고양우리학교 안준근 cafe.naver.com/kywoori

34 관악주민연대 정은진 www.pska21.or.kr

35 볍씨학교 강옥희 byeopssi.kr

36 산청간디고등학교 정미숙 gandhi-h.gne.go.kr

37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창환 blog.naver.com/jjcsd2

38 원전하나줄이기정보센터 이동률 energy.seoul.go.kr

39 현대푸르미 허정자
f a c e b o o k . c o m / 현 대 푸 르 미
-207169763401096/

40 ㈜공익프로그램전문기획사 그리고 김정현 www.facebook.com/greego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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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⑤, ③, ④, ②,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태양광 메이커 교과서> 출간 2019.05~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이론과 
실습내용이 담겨있는 실용서

handz.or.kr/archives
/category/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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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8_비움과채움

단체명 비움과채움 대표자명 정구보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7.01

단체 웹사이트
book1.kr

facebook.com/book1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구보, 
김수나

작성자 
연락처

070-8844-7070
작성자
이메일

road365@gmail.com, 
windy.1gram@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9 서울시 리빙랩 사업
2019.3~
2019.11

서울시 O O O 한평가게 : 무언가 꿈꾸는 사람들
을 위한 같이가게

2

2018 서울시 리빙랩 사업
2018.3~
2018.11

서울시 O O O 한평책빵 : 사회적 우정을 함께 나
누는 책방 아닌 책빵

3

 이외 기타 활동

2017-2019 서울시 O O O움직이는 한평책방/한양도성 나
무이야기/나팔북/한평빅판/한평
모임/한평만찬/발걸음데이 등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혁신파크 경비실, ‘한평책빵’으로 다시 태어나다 2019.07.01
서울시
서울사랑

http://mediahub.seoul.go.k
r/archives/1240824

2 사람들이 사유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2019.7.30 미디어제주
https://www.mediajeju.com
/news/articleView.html?idx
no=317749

3 로컬거버넌스 사례 사진 첨부 2020.01.15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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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ewsview.php?ncode
=1065585276477696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빅이슈코리아 김수열 www.bigissue.kr

2 인터파크 송인서적 강명관 www.interparksongin.com

3 은평알리미 김정미 www.epalimi.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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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2,1,3,4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같이가게(한평가게) 2019
무언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www.book1.kr

2 미래 책방 주인장 프로그램 2018 어느 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www.book1.kr

3 당신의 책 읽는 하루를 삽니다 2017 엄마편, 책활동가편, 헌책방발걸음편 www.book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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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9_적정기술공방

단체명 적정기술공방 대표자명 정의웅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7.01

단체 웹사이트
atworkshop.or.kr

facebook.com/atworkshopkr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도시재생, 공동체 비즈니스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함승호, 정의웅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atworkshop@naver.com
, iioij@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
의 

자체
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
신 센 터 
포함) 입
주 단 체
와 협력
하여 수
행한 사
업

1
적정기술 협의회 구성 

2015.09
서울혁신파크 적정
기술 협의회

O O O
서울 혁신파크 적정기술 관련 단체 협의 구성 

2
사회주택(셰어하우스) 조성 

2015.10 두꺼비하우징 O O
서울시 사회주택 활용 사업 초기 사업화 모델 

3
화목 연료를 활용한  사우나 시설 개발 프로젝트  

2015.11 빌더들의 수다 O O
바이오 메스를 활용한 상업용 사우나 시설 개발

4
서울혁신파크 에너지 TF구성 및 단열 프로젝트

2015.11
서울혁신파크, 
두꺼비 하우징 

O O
노후건물의 대안적 난방 대책 제안 및 시행 

5

서울혁신파크 작당 프로젝트 실행 2015.12 서울혁신파크

1차 적정기술워크숍
2015.11.02 O도심적정기술 무엇이 필요한가?

-도심형 적정기술의 방향과 과제

2차 로켓매스히터 제작 워크숍
2015.11.03.

~11.6
서울시, 적정기술 협
의회

O O
-미래청 3층 공간
-도시의 노후건물 바이오 메스 연료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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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적정기술 워크숍

2015.12(첫 
주)

서울시, 적정기술 협
의회

O O-적정기술의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
-이만갑교수(캄보디아 적정기술센터장)
-강경철박사

6
바이오메스 축열식 벽난로 제작 워크숍 

2016.02 빌더들의 수다 O O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교육 워크숍 

7
2016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016.05
서울시, 두꺼비하우
징

O
강사 및 운영진 참여 

8

생태주택 워크숍(포항) : 빌더들의 수다  

2016.5-10 빌더들의 수다, 난장 O스트로베일 하우스 건축 워크숍 및 생태 건축 
기술자 기술 포럼 

9
어린이 복합놀이 시설 용역사업 프로그램 발굴

2016.08 서울시, 티팟 O O O
팝업놀이터 제작(진화하는 생태기술 놀이터)

10

서울 은평구 뚝딱뚝딱 건축학 (Unplugged 
Cube School)진행

2016.10-11
은평구청, 두꺼비하
우징,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O O O
은평 꿈마을 소속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건축 
기술 체험 및 직업진로 프로그램

11
은평 도서관마을 옥상 정자공사

2016.11
은평 도서관, 북한산 
마을 목공방

O
도서관 옥상 두곳에 정자등 쉼터 공사

12
불광천 생태학습관 내부 인테리어 작업

2016.11
은평구, 북한산 마을 
목공방

O
입부단체 협업 

13
서울시민 집수리 아카데미

2016.11
서울시, 두꺼비 하우
징

O
성북구(심화)

14

춘천 별빛유학센터 생태 기술 놀이터 조성사업

2016.11
춘천 별빛산골 유학
센터 

O O놀이 주체의 아이디어로 조성되는 생태기술 놀
이터 

15
도자기협업 손난로제작

2016.12 정다방프로젝트 O O
적정기술 컨텐츠의 디자인 개념 도입 

16

서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공간 ‘천연 옹달샘 
마을활력소’ 외부 아웃테리어 및 내부 인테리어 
작업 2016.12 서대문구청 O O

용도 폐기된 노후 공공 건축물인 서대문 가압 
펌프장을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한 예

17
천주교 양평 용문 성당 나자렛집 수녀원 대수선 
공사

2016.12
성가소비녀(인천관
구)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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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을 활용한 단열 및 로컬 에너지원으로 
대안적 난방 시스템 구축 

18

천주교 양평 용문 성당 나자렛집 수녀원 2차 
대수선 공사

2017.4-5
성가소비녀(인천관
구)

O
빗물을 활용한 농사, 전통구들을 활용한 난방 
시스템 구축 

19
시흥시 갯골축제 

2017.05 시흥시, 체게바라 O O
진화하는 생태기술 놀이터

20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017.6-12
서울시, 두꺼비하우
징

O
강사, 진행 3회(1회8주)

21

혁신교육‘내수내만 청소년공간디자인 수업

2017.8
은평구청, 은평혁신
교육지원단,  
은광지역아동센터

O은광지역아동센터(은평구 녹번동) 청소년 공간
을 사용 주체들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으로 설계 
시공한 사례 

22

서울시 집수리 봉사단 운영

2017.10
서울시 주거환경개
선과

O O시민 봉사단의 도시재생 지역 및 청년 주택 
집수리 참여 시스템 착안 

23

에너지시민활동가 역량강화사업

2017.8-10
서울시 에너지시민
협력과

O O주거분야에서 에너지 문제 재고와 집수리의 방
향성 제시 

24
귀농귀
촌교실

청년귀농귀촌 2017.08.13
농림부, 밀양시, 양양
군, 횡성군  O O청년귀농심화교육 2017.08.24

귀농귀촌 적정기술과 건축 에너지 2017.10.23

25

오딧세이 학교 적정기술 건축기술 놀이터

2017.12

서울시교육청 
오딧세이 학교
시소

O O

오딧세이 학교 학기수업 

26
농림부 청년귀농귀촌 적정기술 건축학교(횡성)

2017.10-11
농림수산식품 교육
문화 정보원, CHRD

O O
스스로 집짓기

27
청년귀농 생활기술 워크숍

2017.12 씨즈 O O
세운상가

28

충암고 적정기술 난방교실
2017.11/20

18.01
충암고, 자인생태건
축

O O고등학생 직업진로 및 건축 관련 진로 체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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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거재생 집수리교육

2017.12
관악구 난곡난향도
시재생지원센터

O O도시재생 지역 주민 욕구 발굴 및 도시재생 
초기 주민 동력 발굴 컨텐츠  

30

가습기제작 워크숍 & 적정기술 화덕 워크숍

2018.01
사회경제기술혁신
랩

O도시 지역 적정기술 적용 및 대체 난방에 관한 
리빙랩 

31

은평 로켓매스히터 워크숍

2018.02 빌더들의 수다 O도시 지역 적정기술 적용 및 대체 난방에 관한 
리빙랩 

32

“How Fun - 진화하는 생태기술놀이터”

2018.05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시소

O O버려지는 재활용 파렛트를 활용한 놀이 구조 
제작 및 혁신 놀이터 제작 

33

2018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용역주
관 2018.06-12

서울시 주거환경 개
선과 

O O O

도시재생 및 집수리 시민 교육 체계 구축 

34

불광2동 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학교

2018.06

불광2동 도시재생지
원센터, 두꺼비 하우
징
자인생태건축 

O O O집수리 아카데미 시민 교육 시스템 도시재생 
지역에 접목 

35

관악구 청림동 희망지 집수리 교육

2018.06 관악구청 O O O도시재생지역 집수리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과 집수리 기술을 통한 골목 환경 개선 
사업 진행 

36

Kt그룹 2018 Social
 ChangeMaker 공모전

2018.07 KT희망나눔재단 O O O기업의 도시재생 분야 진출 짐수리 아카데미 
교육 시스템 공동체부분 우수상 수상 - 난곡 
집수리 건축학교

37

불광동 사회경제특구 집수리 지원단 집수리 실
습진행

2018.08
불광동 사회경제특
구 집수리 지원단, 자
인생태건축  

O
도시재생지역 교육 이수 주민의 실습 역량 강화
를 위한 실습 활동 

38

목2동 에너지자립마을 집수리학교

2018.08
서울시, 목2동 에너
지 자립마을

O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주민 역량강화 사업 및 
동네 관리를 위한 주민 네트워크 구성 

39
창3동 도시재생 집수리학교

2018.10
창3동 도시재생지원
센터

O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역량강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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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성동도시재생 상생아카데미(사근동)

2018.10-11 성동구청 O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역량강화 사업

41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봉사단 4회 실시

2018.11
서울시 집수리 아카
데미 

O O O
시민교육을 통한 사회기여 네트워크 구성 

42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공유작업장 내단열 

2018.11
서울시 집수리 아카
데미 

O O
집수리아카데미 심화과정을 활용한 단열 

43

소셜 디자인 기술혁신랩 지역상생 건축학교 
“뚝.딱.뚝.딱 건축캠프”

2018.12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O O
도시 직장인들을 위한 도심 주말 건축 프로그램 
스스로 집을 짓는 과정 실습 

44
은평, 담소전

2018.12 반짝반짝사진방 O O O
전시공간 조성 제작 설치

45

3.1기념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봉사단

2019.03
충암고, 자인생태건
축

O O집수리 아카데미 이수자들의 실습을 통한 기술 
역량강화 및 지속적인 사회 기여 프로그램 

46 수유1동 ‘함수 집수리 학교’ 진행 2019.03
강북구, 수유1동 도
시재생지원센터

O

47

서울혁신파크 대시민 프로그램 TF

2019.03
서울혁신센터,  서울
혁신파크 단체협의
회

O O O서울혁신파크 방문자 및 대시민 프로그램 발굴, 
운영을 위한 단체 운영 

48

“영등포청년건축단”운영 업무 협약서 체결

2019.03
영등포구청, 영등포
청년건축단

O O O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교육 운영, 프로그램, 진로 
관련 업무 협약 

49
불광2동 향림도시재생대학 집수리

2019.3
불광2동 도시재생센
터, 자인생태건축

O O O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역량강화 사업

50

2019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기초과
정/심화과정 용역 주관사

2019.4-12 서울시 O O O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시민 기술 역량강
화 및 조직화를 통한 집수리 관심 시민 네트워크 
및 문화 조성  

51

지역혁신과제[우리동네 집수리 아카데미] 청림
2길 일대 아트타일 교육 2019.04-

2020,12
관악구청 O O O

아트타일 장인 만들기 프로젝트 연속 사업 

52

2019 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 집 사람

2019.05
종로구청, 종로구 노
인종합복지관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332

53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상담

2019.06-
2019,11

서울시 주거환경 계
획팀, 종로구청종로구 옥인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 컨설팅 

54
서울혁신파크 정문 경비실 옥상 방수공사 2019.7~9

월
서울시 집수리 아카
데미, 서울혁신센터

O O O
2019집수리아카데미 심화 방수과정

55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2층 오픈스페이스 리모델
링 계획에 따른 벽면 아트타일 공사 2019.7.10

서울시 집수리 아카
데미, 서울혁신센터

O O O

2019집수리 아카데미

56

정선군 도시재생 해봄 집수리 학교 

2019.07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 도시재생지
원센터

O지방정부 도시재생지역 협업사례 연구 및 진로 
모색 

57

강북구 수유1동 수유일공원 벽화타일 

2019.07

강북구청,  수유1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집수리아카
데미,  청림동 장인 만
들기 프로젝트

O지속적인 집수리 공정 기술 교육을 통한 노후 
공공 시설물 복원 및 시민 네트워크 활동 방향 
제시 

58

은평제비둥지단 2019공동교육

2019.07
은평구청, 자인생태
건축, 북한산마을 목
공방

O O O지역 학교의 공동 집수리 관련 기술 및 직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사회 봉사 
활동 

59

용인/이천 사회적 경제 (집수리분과)

2019.08
용인/이천 사회적경
제 지원센터 행복집
짓기

O O O집수리아카데미 운영사례를 통한 지역 사회 활
동 모색 단체 교육

60

50+ 집수리 기술 장인 학교

2019.8 50+ 서부캠퍼스 O O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진로 교육 및 개인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자가 집수리 기술 교육 및 
직업 진로 교육

61

영등포청년건축단 수료생 인턴 실습 

2019.9
영등포구청, 영등포 
청년 건축단 

O건축 분야 지원 청년 건축가 소양 교육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진로 모색 

62

강서구 도시재생 희망지 집수리 아카데미 용역

2019.09
강서구청, 강서구 도
시재생 희망지(공항
동, 방화동)

O강서구내 희망지 2곳의 주민 교육을 통한 도시
재생 지역 초기 동력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63

상상청 옥상 놀이터 

2019.10 시소 O O협소한 도시의 공간에 적용할 무지지 구조체 
놀이터 실험 

64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2019.10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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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건설 분야 진출을 위한 면허 

65

2019향림도시재생대학

2019.10
향림2동 도시재생센
터, 자인생태건축 

O O도시재생 주민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년차별 
주민   기술 교육 

66

서울혁신파크 모꼬지 행사

2019.10

서울혁신파크 단체
협의회, 서울혁신파
크 대시민 TF, 서울혁
신센터

O O O대시민 TF팀의 내부 컨텐츠 발굴 및 TF팀 내주 
자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축제 기획 실행 

67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봉사단 활동

2019.09-11

서울시, LH, 한빛맹
아 학교, 수유도시재
생 지원센터, 묵2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은천동 도시재생 희
망지 

O지속적인 교육생 조직화를 통한 봉사활동 체계
화 및 규모화 실험 / 장애인 주택 12가구 일반 
저소득층 가구 5가구 

68

도봉2동 도시재생

2019.12
도봉2동 도시재생센
터도시재생을 통항 공동체 비즈니스 개발 및 초기 

동력 조건 

69
서초구 전원마을 컨설팅

2019.12
서초구청 도시재생
과

O
마을 공동체 단위의 재생 컨설팅 

70

2020서울혁신파크 대시민 프로그램 팸플릿 제
작 ver.3 2019.12 서울혁신파크 O O O

대시민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지 제작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동물 곡소리’ 가득찼던 그 곳서 ‘혁신 작당’이 

시작됐다
2016.01.0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

/society_general/724511.html#csi

dxf9340b9a10866dc896070f573d

dd825 

2 에어컨도 논의해 켜는 사람들, 묘하게 매력있네 2016.08.2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
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238106

3
[혁신 플랫폼 서울혁신파크<3회>] 향초 품은 

손난로… 적정기술과 예술의 만남
2016.12.0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

w.asp?arcid=0923654460

4 “사찰에너지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2017.06.23 불교포커스
http://www.bulgyofocus.net/news
/articleView.html?idxno=77874

5 착한대안, 적정기술을 찾아라 2018.12.24 대전 MBC 
https://www.youtube.com/watch?
v=uiaa_EFUX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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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로운 집수리 문화를 구축하는 중심점 ‘집수리 
아카데미’ 함승호 대표 2019.01.01.

온동네소식
지 

http://news.seoul.go.kr/citybuild/
archives/501645

7 마을실험실? '혁신' 이름 딴 '수상한 마을' 있다 2019.09.04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
wView.php?no=20190904104680
89566

8
낡은 집 직접 고치는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인기

2019.11.08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news
/article/201911083984o

9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인기…올해 240여명 

수강
2019.11.08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

ew/1VQPWJ5AHI

10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 240여 명 수강 2019.11.08
스카이데일
리 

http://www.skyedaily.com/news/n

ews_view.html?ID=93487

11
낡은 집 고쳐 사는 '집수리 아카데미' 올해 240

여명 수강
2019.11.10

우리문화신
문

https://koya-culture.com/mobile/

article.html?no=121441

12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240여명 수강 2019.11.13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

eView.html?idxno=54115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KT그룹 2018 Social Change 
Maker 공모전

2018.07.18
케이티그룹희망나
눔재단

https://changemaker.co.kr/notice/?b
oard_name=notice&mode=view&s
earch_field=fn_title&order_by=fn_pi
d&order_type=desc&board_page=
1&list_type=list&board_pid=16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시 박원순 https://www.seoul.go.kr/

2 50+ 서부 캠퍼스 김영대 https://50plus.or.kr/swc/

3 LH 변창흠 https://www.lh.or.kr/

4 케이티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남규택 http://www.ktgf.or.kr/

5 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익 https://surc.or.kr/

6 캄보디아 적정기술 센터 김만갑 교수, 최의소 센터장  -

7 천주교 환경 사목위원회(의정부 교구) 김규봉 신부 http://www.ucatholic.or.kr/

8 성가소비녀회 양평나자렛집 http://www.holyfamily.or.kr/

9 시소 김명은 http://playseesaw.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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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두꺼비하우징 김승권, 김미정 http://www.toadhousing.com

11 자인생태건축 김정호 http://www.jainarch.com/

12 서울혁신파크 대시민 프로그램 TF 함승호 http://atworkshop.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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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1,3,2,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집수리 
아카데미 

2016~2019

-도시 재개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집수리 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의 건축 분야 직업진로 체험 및 기술 사회 
봉사활동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50+ 생애 주기에 따른 직업 진로 및 공동체 
분야 창업 프로그램 개발 보급
-도시재생 분야 초기 주민 공통의 관심사인 
집수리 기술 교육을 통한 초기 주민 구심체 조성 
프로그램 
-단계적 교육 및 활동을 통한 집수리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로 발전중. 
- 시민교육 이후 조직화된 시민 사회공헌 
프로그램 및 시스템 구축  

1. 집수리 닷컴 
:https://jibsuri.seoul.go.kr/order/edu
/index.jsp?menuId=DIY_EDU
2.적정기술공방
https://www.youtube.com/user/1ma
ndocu 

2
집수리 
아카데미 
실습 봉사단 

2017~2019

-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조직
된 집수리 실습 봉사단
- 시민교육의 사회 활동 환원 시스템 구축
- 봉사단 활동 참여 시민은 기술을 익혀가고 
그 결과로 경제적, 주거 약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을 꾀하는 윈윈 프로젝트  

1. 실습봉사 활동
https://www.youtube.com/watch?v=
26beKsWrgks
2.적정기술공방 홈페이지
http://atworksh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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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화하는 생
태기술 놀이
터 

2016~2019

- 놀이의 창의적, 혁신적 개념 도입
- 놀이 주체들이 디자인 하는 놀이터
- 생태적 소재, 재활용된 소재를 활용하는 놀이터 
- 가변적 구조를 조성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접근성과 기회를 높이는 개념 

1. 진화하는 생태기술 놀이터
http://atworkshop.or.kr/%EC%A7%84%E
D%99%94%ED%95%98%EB%8A%94-%E
C%83%9D%ED%83%9C%EA%B8%B0%EC
%88%A0-%EB%86%80%EC%9D%B4%ED
%84%B0-%EC%8B%9C%ED%9D%A5-%E
A%B0%AF%EA%B3%A8-%EC%B6%95%E
C%A0%9C-%ED%98%84%EC%9E%A5/
2. 아시아문화전당 하우펀 How Fun 4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biggerworld&logNo=221269071
852&proxyReferer=https%3A%2F%2Fww
w.google.com%2F

4
방문자 프로
그램 

2016~2019

- 서울혁신파크 내부 자원 발굴 및 협업 유도를 
통한 대시민 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사회혁신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동종, 
이종간의 협업 시스템
- 사회혁신 클러스터 내의 자발적, 자치적, 
자립적 구조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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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_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단체명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대표자명 박경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8.01

단체 웹사이트 encorebravono.com 제출일자 2020.02.27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경임
작성자 
연락처

02-6010-6606
작성자
이메일

encorebravono@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모니터링

2017.04~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화 파악 및 맞춤형 
지원 모색

2

제3섹터 퇴직지원 전문가  양성 과정 

(260시간) 2017.03~
06

여성가족부/동부
여성발전센터

○

경단녀 취업 지원

3

시니어 혁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취업과정 4기 2017.04~

07

한화생명/(사)한
국마이크로크레
디트 신나는조합

퇴직시니어 사회적기업 취업 지원

4

서울시 50플러스 상담센터 

월별통계자료 수합 및 분석 연구 용역 2017.08~
11

서울시50+재단 ○ ○ ○

50+ 세대의 상담 주제 등 분석

5

광주시민을 위한 앙코르커리어 

생애설계 교육 2017.10
광주광역시 평생
교육원

○

앙코르커리어 지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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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봉사 컨설턴트 양성과정

2017.11 울산시 동구청 ○
앙코르커리어 지역 확산

7

서울시 『2018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회적기업 

핵심역량키우기 교육
2018.10 서울시 ○ ○

인턴십/펠로우십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
역에 진출한 퇴직시니어 대상 전문 업무 
교육

8

혁신도시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을 위한 워크숍 2018.12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 간의 상생 도모

9

2019 KDB나눔재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멘토링』사업 2019.05~
11

KDB나눔재단/한
국사회적경제진
흥원/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10

『중부발전과 함께하는 소셜 프로모터
』사업 2019.08~

11

한국중부발전/한
국사회적경제진
흥원/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

○ ○
사회적경제기업 민간기업 상대 판로지
원

11

은평구청 세대융합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참여자 대상 세대융합 

워크숍
2019.08 은평구청 ○ ○ ○

세대간 소통

12

은평구청 세대결합형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발굴·지원 사업 참여기업 

컨설팅 지원 용역
2019.12 은평구청 ○ ○ ○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활성화

13

2019 KDB멘토링 지원사업 후속 

모니터링
2020.02

KDB나눔재단/한
국사회적경제진
흥원/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센터

○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KBS 명견만리  “제3섹터에서 길을 찾다” 2016.07 KBS
http://program.kbs.co.kr
/1tv/culture/goodinsigh
t/mobile/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340

2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2017.10.18 일자리위원회

https://www.jobs.go.kr/k
o/cms/CM_BB01_CON/
CM_BB01_L01.do?MEN
U_SN=1888

3 뷰티풀라이프 2018.01 가톨릭 평화방
송 

http://www.cpbc.co.kr/T
V/8520/8523/

4 신노년시대 2018.01 KBS http://vod.kbs.co.kr/

5 당신의 전성기 오늘 2018.08.14 YTN
https://radio.ytn.co.kr/pr
ogram/

6 2018 은퇴전략 포럼 2018.09.14 토마토TV
http://www.newstomato
.com/

7 기획기사 - 퇴직자들의 블루오션 제4섹터 2018.09.2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
rticle/2299976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우수상 2017.03.28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http://www.social
enterprise.or.kr/

2 우수협동조합 선정 2016.12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http://www.social
enterprise.or.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http://socialenterprise.or.kr/

2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정영기 http://joyfulunion.or.kr/

3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https://50plus.or.kr/

4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http://bss.or.kr/

5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http://15445077.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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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⑤③①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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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소셜 프로모터 사업 2019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민간
기업 대상 판로지원

http://www.eroun.net
/news/articleView.ht
ml?idxno=8838
www.encorebravono.
com

2 앙코르커리어 교육 2016~
퇴직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으로 제3
섹터의 성장을 돕는다 

www.encorebravono.
com

3 프로보노 매칭 & 코디네이팅 2016~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
www.encorebravon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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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_한국공공관리연구원

단체명 한국공공관리연구원 대표자명 김종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8.01

단체 웹사이트 kpmi.re.kr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종미
작성자 
연락처

02-6331-1654
작성자
이메일

bellkim@kpmi.re.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생명공학기술 인식조사 및 소통을 위한 협치방안 
개발

2018.02.01.~ 
2020.12.31

협동조합 리
쿱

O O O
서적1: 소비자에게 Green Bio를 묻다
서적2: 생명공학작물이야기 
논문1: 위험사회의 거버넌스 실효성 연구-생명
공학기술 중심으로
논문2: 생명공학 거버넌스의 인과 경로 분석

2

GM작물 인식조사를 통한 생명공학기술 공감대 
확산 방향정립

2016.03.07.~
2017.12.31

협동조핟 리
쿱

O O O

논문1 : GM수용성의 인과구조에 관한 다중집단 
분석 
논문2 : GMO관련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 
일반 공중의 수요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3 : GMO 신뢰에 대한 위험의 사소통전략의 
효과
논문4 : GMO공적 의사소통에서 정부의 역할과 
효과분석-한‧미‧일 3개국 중심으로 

3

난민신청 및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2017.05 ~ 
2017.11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난
민인권센터

O O
난민심사를 경험한 난민신청자 와 난민 인정자 
조사 : 난민 심사자 interview, 보고서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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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표준, 국가표준 연계를 통한 신속‧유연한 표
준화체계 기반조성

2019.7.1.~20
21.12.31

한국표준협
회

O O
표준전문가 교육,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주
기적 콜로키움

5

정부부처 조직신뢰의 진단과 제고방안을 위한 
연구 2017.05~201

7.11
한국행정연
구원

O
정부부처 조직 내 신뢰의 영향요인 및 신뢰경향
을 파악, 신뢰제고 방안 도출

6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2019.04~201
9.11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O국민참여재판에 참여 집단별 재판에 대한 의견조
사(국선전담변호인 232명, 국선변호인 3,892
명), 바람직한 방안 모색

2. 사 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GMO표시제 2017.12 식음료신문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
View.html?idxno=71964,

http://www.foodsecurity.or.kr/bbs/view.
php?bbs_id=qnaa06&doc_num=1909

2 태아 곧 생명,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2019.03.07
GUKJENEW
S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
View.html?idxno=108009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박희봉 www.cauippa.re.kr

2 미래식량자원 포럼  유장렬 www.futurefood.or.kr

3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www.kcomi.re.kr

4 MONO Research  이형수      www.monoresear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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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동조합 리쿱  임상렬 www.saramin.co.kr

6 한국공공관리학회  박승용 www.kapm21.or.kr

7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이남영 www.ksdc.re.kr

8 한국행정연구원  안성호 www.kipa.re.kr

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www.kic.re.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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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④,③,②,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

2016.03 ~ 현재
소비자단체, 일반인, 대학 등에서 
특강 등

-

2 그린바이오산업 현주소와 
활성화방안

2019.10.01
유전자 편집기술 활성화는 규제
단순화와 국민의 협력으로

*google 검색 참조 : 

GMO, 한국공공관리

연구원, 김종미

3 생명살리기 운동 2018.01 ~ 현재
- 낙태반대운동 : 서명받기, 특강, 
1인시위 등 
- 미혼모 지원 및 돌보기

*google 검색 참조 : 낙

태반대, 한국공공관리

연구원,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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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_실버넷티비

단체명 실버넷티비 대표자명 강희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9.01

단체 웹사이트 silvernettv.com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수묵
작성자 
연락처

070-4771-0840
작성자
이메일

hippo72@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법인등록 및 사업 준비

2016.09~12 - O O

사회서비스 
- 법인등록 및 사무실 장비시설 설치
- ‘지역민을 위한 무료 강좌’ 개최
(2016.12.26.) : 삼성병원 이제호 박사
(부인암전문의) 초청 

2 다큐멘터리 제작사업 2017 KBS1, OBS O

3

ICT 선도자사업

2018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한국정보
화진흥원

O O귀농귀촌자를 위한 IT영상교육 : 소속원 
16명 활동, 서울혁신파크 교육 시설활
용

4

고령자 ICT 사회참여활동

2019
한국정보화진흥
원

O O소속원 19명 활동, 노인대상 정보화 교
육 봉사 사업, 서울혁신파크 교육 시설활
용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

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KBS1 ‘생방송 아침마당’ ‘노인을 위한 IT는 없다?‘
2019.10.
31 

KBS http://silvernettv.com/17299

2 MBC뉴스데스크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2019.6.3
0

MBC http://silvernettv.com/16287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348

3 EBS 다큐프라임 ‘100세 쇼크-신인류의 진짜 노인 되기’
2017.7.2
6

EBS
http://www.ebs.co.kr/tv/show?p
rodId=348&lectId=10724475

4 ‘노인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2019.8.1
7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
ews/articleView.html?idxno=20
181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더줌다큐멘터리 영화제 최우수상’ 2017.11.10. 더줌아트센터
http://www.thezoom.k
r/index.php

2
M클린 정보문화윤리대상 ‘디지털격차 
해소상’

2018.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정보화진흥원, 매일신
문

http://silvernettv.com/
13672
http://silvernettv.com/
13996

3
육군공모전 입상 (영상 공모전 장려상 : 
‘자랑스런 대한육군’)

2019.10.04 육군본부 
http://silvernettv.com/
16954

4 고령자 ICT 사회참여활동 우수기관(표창) 2019.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
국정보화진흥원

http://silvernettv.com/
17689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
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http://retirement.miraeasset.com/main.do

2 인쿠르트 이광석 https://www.incruit.com/

3 코메디닷컴 이성주 http://kormedi.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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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②, ①, ⑤, 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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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귀농귀촌자를 위한 정보화교육 2018
귀농자의 정보활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회교육 사업

http://silvernettv.co
m/13948

2
이야기할머니를 위한 유튜브 영

상제작 교육
2019

이야기할머니의 구연동화를 유튜브
에 영상화 하도록 사회교육을 실시

http://silvernettv.co
m/1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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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3_은빛기획

단체명 협동조합은빛기획 대표자명 천호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9.01.

단체 웹사이트 mylifestory.kr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세라
작성자 
연락처

070-8770-5100
작성자
이메일

silverplan@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시 어르신아카데미  사업
(어르신 자서전 교실 운영)

2016.06.~2016.12. 주관: 서울시 인생이
모작지원과
협력: 대한노인회 서
울시연합회 등

○ - -

매년 300명 내외 참여
2018.10.~2018.12.

2019.05.~2019.12.

2
어르신 자서전 교육&제작

2016.09~ 주관: 각 지자체 ○ - -성동구,서초구,은평구,성북구,
시흥시,구로구 등 10회 이상

3

서울시 <인생노트> 보급 2017.04.~2017.07. 주관: 서울시 인생이
모작지원과
협력: 대한노인회 서
울시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 -7천 부(2017), 
8천 부(2018), 
7천3백 부(2019)

2018.05.~2018.10.

2019.05.~2019.12.

4
조문보 제작

2016.09~
정대협(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外

○ - -
80여 건

5
일반 도서 발행

2016.09~
6월민주항쟁 30년
사업 추진위원회 外

○ - -
30여 권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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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인터뷰] “모든 이의 삶에는 우리 역사가 담겨 있어”
- 시민자서전쓰기 사업 펼치는 협동조합 은빛기획

2019.07.0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
om/NWS_Web/View/at
_pg.aspx?CNTN_CD=A0
002551284&CMPT_CD
=SEARCH

2
[은평, 사회적경제를 만나다]
시민자서전쓰기 사업 펼치는 협동조합 은빛기획

2019.06.28. 
은평시민신문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
om/ch/1771895

3 은평구, 국가유공자영상 자서전 및 생애보 제작 2018.07.24.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
ews/view.htm?idxno=2
018072408421773620

4
“헌신의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은평, 국가유공자에게 조문보 

2017.10.30. 서울신문

http://go.seoul.co.kr/ne
ws/newsView.php?id=2
0171031014002&wlog_
tag3=naver

5
<인생노트-삶을 기록한다>, <인생노트-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2017.04.11. YTN라디오

http://radio.ytn.co.kr/_c
omm/fm_hear_etc.php?
key=201704110856276
01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김학순상’ 수상
(일본군‘성노예’ 피해 생존 할머니 생애보/조
문보 무료제작)

2018.11.18. 정의기억연대
http://womenandwar.
net/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
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http://womenandwar.net/kr/

2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김성헌 http://www.koreapeople.co.kr/

3 (사)웰다잉시민운동 차흥봉
https://blog.naver.com/welldyingz/22
1562744137

4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http://www.knowhow.or.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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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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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⑤,②,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④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②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⑤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③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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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4_프렌드아시아

단체명 프렌드아시아 대표자명 박용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09.09

단체 웹사이트 friendasia.or.kr 제출일자 2020.03.03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한태준
작성자 
연락처

02-957-8045 작성자이메일 friendasia@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키르기스스탄 빈곤가정의 농업소득증
대사업 실행계획서

2015.01~
2017.12

KOICA O지역 협동조합 역량강화-총67명 가입
농기계대여센터-수혜가정 520가구
농업교육 수혜인원-542명 

2

강제이주 80주년 기념_고려인의 건강
한 삶을 위한 취약환경 개선 및 역량강
화 사업

2017.01~
2019.12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O
고려인 가정 환경개선 – 15가구 환경개
선
국내전문인력 파견-전문인력 14명 환경
개선활동 파견
현지인력 역량강화-20명 대학생 건축 
실습 진행

3

서울시 고려인 네트워크 및 자조모임 
활성화사업

2019.03~
2019.11

서울특별시 O O
고려인 자조모임 – 7회 모임 진행, 고려
인 문화체험 17인 참석
고려인상담소 – 법률상담 4회 진행
중앙아시아 이주민 문화축제-9월 21일 
진행

4 해피무브 고려인빌리지 개발사업
2018.05~
2021.02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그룹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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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진행중

5

중앙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러시아어 방
송 및 문화교류 증진 사업 2019.06~

2020.05
GKL사회공헌재
단

O O
생활정보 팟캐스트 방송 진행 – 월 4회 
팟캐스트 방송 송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프렌드아시아 "카자흐 고려인 낡은 집 고쳐 드려
요"

2017.08.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
KR20170818059200371?inpu
t=1195m 

2
현대건설-프렌드아시아, 이란 여고에 IT센터·도
서관 개소

2017.11.2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
KR20171127059100371?inpu
t=1195m 

3
프랜드아시아·포스코대우, 우즈벡 청소년 글짓기 
대회 개최

2018.10.2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
sView/1S5ZJFT9WQ 

4 알마티 고려노인대학에 ‘아름인 도서관’ 문 열어 2019.10.29 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news/articleView.html?idxno
=40885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나눔과꿈 우수기관선정 2019.11.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ngokcoc.or.
kr/bbs/board.php?bo_t
able=news02&wr_id=5
56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KCOC 조대식 www.ngokcoc.or.kr

2 GKL사회공헌재단 나종민 www.gklfund.org

3 Sairon Bahobzan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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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①,③,④,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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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중앙아시아 이주민을 위한 러시
아어 방송 및 문화교류 증진 사업

2019-2020
고려인 및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을 위
한 한국 생활정보 팟캐스트 방송

http://www.podbba
ng.com/ch/1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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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5_자바르떼

단체명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자명 이찬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6.12.20

단체 웹사이트 arteplay.net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동근
작성자 
연락처

02-334-8209
작성자
이메일

jobarte@arteplay.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은평상상컨퍼런스

2018.09 은평시민사회네트워크 O O O
여는마당 기획

2

독서문화캠프
2018.07~

08
한국출판산업진흥원 O O청소년독서문화캠프 

(워크숍 진행)

3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018.05~

12

아이쿱, 해피브릿지, 북

서울신협,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O O문화예술파트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

원 (교육진행)

4

신나는예술여행 발굴형

‘우리동네텔레비전’
2017.05~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O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5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

‘스무개의 이야기 상자’
2017.05~

11
서울문화재단 O

결혼이주여성 미디어교육

6

은평시민대학

‘동네밴드’
2017.05~

11
은평평생학습관 O

마을밴드만들기

7
청년협동조합육성사업 2017.05~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O O O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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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청소년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체험교육 

2017.5~2

017.11.30

서울특별시, 서울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마을무지

개, 아름다운커피, 마을

기업 핸즈, 히든북 등

O O O

<SE로 놀자> 개최

9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실 사업
2017.5~2

019.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20여개 중학교
O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

10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

한 사회적경제 교육용역 2017.5~2

017.10

동대문구청,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

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O O
< 동대문 청소년 협동조합 창업 아이

디어 대회>개최

11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사업 2019.5~2

019.1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기교육청,세종교육청,

울산교육청,강원교육청

O

청소년 사회적경제 캠프 개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세종시교육청 "지역사회 문제, 사회적경제

로 해결"

세종시교육청, 사회적경제캠프 실시

2019.8.16

브레이크뉴스, 충

청일보,중도일보,

브릿지경제,금강

일보 등

http://www.breaknews.com/674120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154750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154750

2 순천시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교육 실시 2018.5.29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

dxno=2018052914385412940

3 자바르떼, 청소년 독서문화캠프 2018.07.26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ety/

society_general/3726.html

4
웹툰·IT전공 대학생 등 청년협동조합 30개 

팀 창업 지원
2018.06.14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

View.do?newsId=148851547&call_fro

m=naver_news

5
자바르떼, 이주여성 대상 사진·영상 강좌 

운영
2017.09.29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

ew.html?idxno=452856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7 사회적기업 장관 표창 2017.06.28 고용노동부
https://blog.naver.c
om/se365company/
221101347637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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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이한솔 https://mogeukjang.com

2 비움과 채움 정구보 www.book1.kr

3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www.15445077.net

4 히든북 박혜원 http://www.hiddenbook.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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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 ①, ②, ⑤, 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청소년 사회적경제 강사양

성과정
2016~2020

참여형/문화예술교육방법론을 기

반으로 수업에 바로 적용가능한 실

습 중심 과정

http://arteplay.net/xe/no

tice/139558

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멘토링, 컨설팅
2012~현재

문화예술분야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멘토링

http://arteplay.net/xe/in

dex.php?mid=work05&p

age=2&document_srl=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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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1_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

단체명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대표자명 이한솔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7.01.23

단체 웹사이트
popupcinema.kr

facebook.com/popupcine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재형
작성자 
연락처

02-2632-5800
작성자
이메일

cine4all.coop@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아이쿱 팝업시네마

2017.04.1

3.~12.31

icoop소비자 활

동연합회, 아이쿱 

세이프넷지원센

터

O지역의 문화향유권 및 문화다양성 활성

화를 위한 전국 아이쿱 생협 대상 정기상

영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우리마을 소극장
2018.06.0

4 ~12.31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O서울 시민 대상 공공 영화상영회 기획 

및 운영 (8개 자치구 협력 및 위탁운영)

3

FoFF 2017

2017.02.2

5.~03.01

서울아트시네마, 

아리랑시네센터, 

인디스페이스 등

O
시민들이 기획하는 서울 내 6개 영화제

의 앙코르 영화제

4

충무로 영화축전

2019.10.2

8 ~11.15

서울 중구, 중구문

화재단, 동국대학

교

O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특별상영회, 거

리영화제, 워크숍, 토론회, 전시 프로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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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크로스 더 시네마
2019.10.0
9

영화의 전당, 부산
극제영화제

O
부산영화제 커뮤니티 BiFF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해당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7

커뮤니티시네마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 2019.05~1

2 서울특별시

서울시 혁신형사업 선정

8

‘시민영화제 기획
워크숍’운영 및 시민영화제 협력운영 2014.09 ~

2019.12
전국미디어센터
협외희 등

시민 영화제 기획, 운영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모두를위한극장, 토크시네마 개최 2017.08.24 한겨레 http://reurl.kr/3A0CC3CZF

2
거리서 천막치고 영화보는 사람들... 충무로에 모
인 이유

2019.11.04 오마이뉴스 http://omn.kr/1lin3

3 작은영화관 공공성 유지 지원 뒷받침 우선 2019.11.28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
w.asp?s=201&aid=219112700
122

4
2011년 원전 사고의 기억···'태양을 덮다-후쿠시마
의 기록'

2019.10.2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
d=NISX20191024_0000808588
&cID=10601&pID=10600

5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BIFF서 모인 전국 영화
공동체 2019년을 네트워크 원년으로

2019.10.10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
san/view.php?code=20191010
18472217272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뷰티풀펠로우 7기 합격 <김남훈 이사장> 2017.09.28 아름다운가게
http://sec.beautifulstore
.org/beautyful-fellow

2 2014년 H-온드림 펠로 선정 <디벨로핑 부문> 2014.06.23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정몽구 재
단

https://www.h-ondream
.kr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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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쿱세이프넷지원센터 김대훈 www.icoop.or.kr

2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변해원 http://krmedia.org/

3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https://www.kofic.or.kr/

4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 서성희 https://www.media-center.or.kr/daegu/main.do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366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 – 4 – 5 – 2 - 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팝업시네마 2015 ~ 현재 공동체상영 온라인 플랫폼 popupcinema.kr

2
커뮤니티시네마 온라인 
플랫폼

2020 ~ 현재 전국단위 커뮤니티시네마 정보 플랫폼 moguekj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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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2_대안교육연대

단체명 대안교육연대 대표자명 태영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7.01.24

단체 웹사이트 psae.or.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홍우
작성자 
연락처

02-6358-0081~3
작성자
이메일

psae0590@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안전공제 
가입을 위한 협의회 2019.11.

~2020.0
3.

교육부/학교안전
공제중앙회/한국
대안교육기관연합
회

O
2020년 3월부터 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안전공제 가입

2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민간협의회

2019.01.
~12.

교육부/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건
신대학교대학원/
한국대안교육기관
연합회

O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
한 교육부와 유관 단체들의 의견 조율,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의 학교안전공
제 가입을 위한 의견 조율

3

2019신편입학부모연수

2019.04.
경기지역대안교육
협의회

O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신편입학부모연수 실시

4

대안교육한마당

2018.10.
크리킨디센터/서
울혁신파크

O O O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들 참여

5

대안교육실천대회

2018.08.
충남대학교/삶을 
위한 교사대학

O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교사들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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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단법인 동천 공모사업 “의무교육단
계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법제화 방
안”

2017.05.
~12.

재단법인 동천/법
무법인 태평양

O

보고서 발간

7
대안교육·학교 밖 청소년 포럼

2017.06.
서울시학교밖청소
년센터

O

포럼 기획 주제 발표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대안교육시설 다니는 학교밖청소년도 안전사
고 보상받는다

2020.03.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
303062400004?input=1195m

2 대안교육 관련 법령 정비방안 시민 대토론회 2019.02.11.
CTS 기독교 
TV

http://www.cts.tv/news/view?ncate=T
HMNWS01&dpid=245423

3
공교육 불신에 사교육비 급증… 대안학교가 
‘대안’ 될까 

2019.03.19.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
w.php?id=20190320026001&wlog_tag
3=naver

4 대안학교 학생도 보호받는 법 만들어질까 2019.07.27. 경향신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
ml?artid=201907271637011&code=92
0501

5
"교육권 보장하자" 대안학교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2019.06.27. 부산CBS
https://www.nocutnews.co.kr/news/51
73694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은배 https://www.ssif.or.kr/

2 삶을 위한 교사대학 송순재 http://cafe.daum.net/rootNwing

3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백승준 http://seoulallnet.org/

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https://www.nypi.re.kr/

5 민들레 현병호 http://www.mindle.org/x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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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대안교육연대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중 지방에 있는 현장에서 서울 지역 및 서울혁신파크에 체험활동을 왔을 때 
입주단체(금자동이, 핸즈 등)를 통한 다양한 체험수업을 할 수 있었고, 연수동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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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③, ④, ②, 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안전공
제 가입

2019.11.
~2020.03.

대안교육연대/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
회 소속 비인가 대안학교 학교안전공제 
가입 

https://n.news.naver.com
/article/001/0011444229
?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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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03_마을공방사이

단체명 협동조합 마을공방사이 대표자명 이우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7.11.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saii42 제출일자 2020.03.17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우경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red@saii.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여성목수학교

2019.10.~12. - O O
기술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사회적 진
출을 위한 목수학교 운영

2

은퇴자전직스쿨
2018~2019(연
중 수시)

노사발전재
단

O O
기업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공
워크샵 수시진행

3
50플러스목공교육

2018~2019
50플러스 

중부캠퍼스
O O

50플러스세대를 위한 목공교육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마을 공동작업장에서 우리 물건 함께 만듭니다.”
 
2018.11.20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
icleView.html?idxno=380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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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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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⑤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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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1_인권도시연구소

단체명 인권도시연구소 대표자명 김학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2.22

단체 웹사이트 hrcity.or.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학규
작성자 
연락처

02-6094-5302
작성자
이메일

hrcity@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확대방안 조사연구

2018.05.01 

~09. 30 

서대문근로자

복지센터
O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방안 보고서 제
출

2
고용차별사건 조사사례 연구 2018.06.27. 

~11.26.

국가인권위원

회
O O

사례연구 보고서 작성

3
구인기업 채용실태조사 2018.07.09. 

~10.31 
고용노동부 O O

조사보고서 작성

4
채용절차법 개정을 위한 연구

2019.03.18. 

~07.31.
고용노동부 O

채용절차법 개정을 뒷받침할 보고서 작성

5
현충원 민주·평화 올레 역사 탐방

2019.04.03. 

~10.21.

민주화운동기

념업회
O O현충원을 민주시민교육의 공간으로 접근

(7개길 개척)

6
민주·인권 올레길 탐방

2019.04~10 서울시교육청 O남산안기부 터와 남영동 대공분실을 잇는 
탐방코스 운영

7
인권아카데미

2014~2019 나우책모임 O O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책읽기 모임 지속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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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종로구청=서울] 종로구, 인권토론회 개최 2018.11.07 
교통신문, 축산신문, 
시사매거진 등 다수

http://www.gyotongn.com/news/art
icleView.html?idxno=208762

2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학교밖·중학교로 확
대해야

2018.10.1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
articleView.html?mod=news&act=a
rticleView&idxno=14488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스님 http://www.kdemo.or.kr/

2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https://www.humanrights.go.kr/

3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http://www.sen.go.kr/

4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최경순 https://www.sdmworker.org/

5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맹명숙 https://blog.naver.com/hakgi21/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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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 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①,②,⑤,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인권행정정보공유센터 운영 2019~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정보공유 http://hrci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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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2_노동건강연대

단체명 노동건강연대 대표자명 이상윤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05.

단체 웹사이트 laborhealth.or.kr 제출일자 2020.02.2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상빈
작성자 
연락처

02-469-3976
작성자
이메일

laborhealthh@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노동건강연대 회원 특강

2018.3.4.~ 
현재

O O
특강 9회 기획 및 운영(참석 연인
원 270여명)

2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8.2.25.~2
018.4.25

공동주최 :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
맹, 매일노동뉴스

O최악의 살인기업상, 특별상 등 시
상 프로그램 기획, 운영

3

문송면 30주기 추모사업
2018.5 .1 .~ 
2018. 7.11.

주관 : 문송면원진
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
위

O특별 대담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 개최(참석 45명) 및 합동
추모제 운영(참석 약 300명)

4
CJ대한통운 산재사망 대응 활동

2018.8.27. ~ 
2018.12

협력 :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O기자회견 2회 진행, 고발장 2회 
접수

5

태안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건 대응 활
동

2018.12.11. 
~ 2019.12

협력 : 김용균 시민
대책위 / 국가인권
위원회

O
시민대책위 활동, 국가인권위 연
구용역

6

현대중공업 故정범식 노동자 사
망사건 대응 활동

2019.1.30.
공동주관 : 공익인
권변호사모임 희망
을만드는법

O O O
현대중공업 에어호스 사망 사건 
사고 재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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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획 특강 “기업살인법을 들이셔
야합니다”

2019.1. ~ 
2019.3.28.

공동주최 : 노동자
의 벗

O O강연 5회
(2019.2.28.~2019.3.28.) 기획 및 
진행(참석 연인원 약 150명)

8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대응활
동

2019.2.22. ~ 
2019.3.

기자회견 진행 및 관련 기사 작성

9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2019.2.1.~
현재

협력 : 아름다운재
단

산재피해노동자 생계비 지원사
업, 산재보상 사각지대 연구사업 
운영

10

신입 노무사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세미나(참석 연인원 약 120
명)

2019.2. ~ 
2019.5.28.

공동주최 : 노동자
의 벗

O O

세미나 기획 및 진행

11
2019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9.2.24. ~ 
2019.4.25.

공동주최 : 전국민
주노동조합총연맹, 
매일노동뉴스

O최악의 살인기업상, 특별상 등 시
상 프로그램 기획, 운영

12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제작

2019.3. ~ 
2019.10.25.

주관 :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

노무사, 직업환경전문의 등 전문
가들과 함께 교재 제작 및 무료 
배포(총 4000부)

13

청년 노동자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찾아가는 강의 2019.9.24. ~ 

2019.12.17.
주관 :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찾아가는 강의 19회 진행(참석 연

인원 약 400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최악의 
산재기업' 불명예

사망자 전원 하청노동자…’2018 최악의 
살인기업’에 삼성중공업

‘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거제 
크레인참사’ 삼성중공업

등 다수

2018.4.25.
연합뉴스, 경향신
문, 한겨레신문 등 
다수 언론사

https://www.yna.co.kr/view/AKR20
180425073900004?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
han_art_view.html?artid=2018042
51049001&code=940702#csidxfa
135804ae74f3fb86589b998e04268 
http://www.hani.co.kr/arti/society/
labor/841971.html#csidx57c567a1
75ce3e4bf0a6b96d17e903d  

2
[시론] ‘촛불 특수’와 파견 노동자 / 
전수경

2018.6.8.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opinio
n/column/848304.html#csidx1c53
69bb267b40e8acc02a378be6a6e  

3

‘20대 알바생 감전사’…노동단체 “원청 
CJ대한통운이 책임져야”

알바노조 "CJ대한통운 노동자 
감전사…대표이사 검찰고발"

2018.8.28.
KBS, 연합뉴스, 이
데일리 등 다수 언
론사

http://news.kbs.co.kr/news/view.d
o?ncd=4030467&ref=A
https://www.yna.co.kr/view/AKR2
0180828093151004?input=1195
m 
https://www.edaily.co.kr/news/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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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택배알바 감전 사망사고, 
본사가 책임져라“ 

등 다수

d?newsId=02696166619311912&
mediaCodeNo=257&OutLnkChk
=Y 
 

4

시민사회단체 “CJ대한통운 반복되는 
물류센터 사망 책임져야”

시민단체, "계속되는 물류센터 사망사고 
CJ대한통운 책임져라" 

'잇단 사망사고' CJ대한통운 
대표이사·사장 등 또 검찰 고발 

등 다수

2018.11.5.
뉴스핌, MBC, 노컷
뉴스 등 다수 언론
사

http://www.newspim.com/news/v
iew/20181105000344 
https://imnews.imbc.com/news/2
018/society/article/4916345_3080
1.html 
https://www.nocutnews.co.kr/new
s/5055878 

5 진짜 '김용균법'은 아직 멀었다 2019.1.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23938 

6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2019.1.31.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
leView.html?idxno=156591 

7
젊은 노동자의 목숨이 싼 값에 거래되는 
진짜 이유

2019.2.14.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28733 

8
"여성 생존의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것" 
: 일하는 여성이 본 '미투’

2019.2.2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29700&utm_source=d
aum&utm_medium=search 

9
[인터뷰] 이상윤 "산재 사망시 사업주 
처벌, 국민 지지 필요“

2019.2.22. CPBC 라디오 방송
http://www.cpbc.co.kr/CMS/news
/view_body.php?cid=746815&pat
h=201902 

10

국회 찾아 간 '한화 대전공장 사고' 
유가족의 절규

"고용부장관·방사청장·한화그룹 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라"

한화 유가족대책위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맞습니까?”

등 다수

2019.2.26
디트뉴스, 뉴스웍
스, 프레시안 등 다
수 언론사

http://www.dtnews24.com/news/
articleView.html?idxno=539837 
http://www.newswork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339452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30432&utm_source=n
aver&utm_medium=search 

11
'한화' 불꽃축제 보면 당신들의 억울한 
죽음 기억할게요

2019.3.1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
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18761 

12

포스코건설 '최악의 산재 기업' 
불명예…작년 노동자 10명 사망

"죽음 외주화 그만" …노동계, 
포스코건설 '최악 산재기업'

노동계 선정 최악의 산재 기업은 
포스코건설

노동단체들 "산업재해 사망은 기업 

2019.4.24.
연합뉴스, 뉴스1, 
YTN, MBC 등 다수 
언론사

https://www.yna.co.kr/view/AKR2
0190424076900004?input=1195
m 
http://news1.kr/articles/?3605171 
https://www.ytn.co.kr/_ln/0103_2
01904241310029721 
https://imnews.imbc.com/news/2
019/society/article/5262858_2913
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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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포스코건설 '최악 기업'"

등 다수

13 산재노동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2019.4.28.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
ociety_general/46973.html 

14
재해발생 원인을 ‘불안전한 행동’에서만 
찾으면 안돼

2019.5.15.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
cleView.html?idxno=22724 

15 구의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2019.5.28.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42635 

16
[왜냐면] 다시는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 박혜영

2019.6.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
n/because/896764.html#csidxeee
c0fcb61daf3f8edc10d6a2e9ef51  

17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려워? 2019.6.11.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58811 

18
처벌받지 않는 '살인기업', 이러다 또 
죽는다

2019.7.12.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48737 

19
핸드폰이 고용한 라이더들, 누구에게 
수당받나

2019.7.25.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50449 

20
[주목! 이 사람]청년노동 안내서 기획한 
박혜영 노무사 “산재 예방의무는 
사업주에 있어”

2019.10.21. 주간경향

http://weekly.khan.co.kr/khnm.ht
ml?mode=view&code=115&artid
=201910141630101#csidxb7a8ca
7593149e9885dfb75d15c2686 

21
“사고성 산재사망 매일 3명꼴.. 법은 
여전히 기업편”

2019.11.29. CBS라디오
https://www.nocutnews.co.kr/new
s/5251445 

22
[카드뉴스] 5년간 37명... 승강기 
작업자들의 죽음, 우리는 막을 수 있다

2019.11.30.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
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92054 

23
[카드뉴스] 1200명의 죽음, 경향은 
어디서 수집했을까

2019.12.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
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91728 

24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2019.12.6.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
ticle/?no=268695 

25 어떻게 하면 덜 죽겠습니까 2019.12.12.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
_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94847 

26
"한국 산재사망률, 소득 비슷한 
나라들보다 5배 수준“

2020.1.10. CBS라디오
https://www.nocutnews.co.kr/new
s/5270803

27
"19살 사장님들의 죽음, 청년 산재사망 
1위는 '배달'“

2020.2.3. CBS라디오
https://www.nocutnews.co.kr/new
s/5282315 

28

[특집기획] 사실은 우리도 아팠다

①(통계)은폐된 289억3288만원 
②(사례)막히고 또 막히고…산재 노동자 
20명 심층 인터뷰
③(대안)산재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④(인터뷰)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
부 인터뷰
⑤(희망)산재보험, 594개 사업장에서 
265만개로

2020.2.1.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over/co
ver_general/48190.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
ver_general/48196.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
ver_general/48191.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
ver_general/48192.html
http://h21.hani.co.kr/arti/cover/co
ver_general/48197.html

29
"일하다 감염됐는데 잔다르크? 감염병 
최전선의 노동자들“

2020.2.17. CBS라디오
https://www.nocutnews.co.kr/new
s/529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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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
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http://hopeandlaw.org/ 

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장완익 http://www.socialdisasterscommission.go.kr/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http://nodong.org

4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은철 http://seoul.nodong.org/xe/about_mem 

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황상기
http://cafe354.daum.net/_c21_/home?grpid=
1C6KM 

6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https://hanbit.center/ 

7 김용균재단 김미숙 http://yongkyun.nodong.org/ 

8 한겨레21 양상우 http://h21.hani.co.kr/ 

9 오마이뉴스 오연호 http://www.ohmynews.com/ 

10 프레시안 박인규 http://www.pressian.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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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④⑤①③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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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3_한국사회투자

단체명 한국사회투자 대표자명 문형구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06.

단체 웹사이트 www.social-investment.kr 제출일자 2020.03.12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영선
작성자 
연락처

02-2285-4394
작성자
이메일

annie@sifund.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문화 사업 “Future Mobility 
Award” 

2018 .06~ 
2021.05 (행
사 개최 기간 
2019.01)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서울
혁신파크

O O O

모빌리티 관련 혁신 아이디어 발굴 대학생 
공모전

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사업
2018.09~
2019.12

서울시 O - -9개 사회적경제조직에 13억 9천 만원 융자
지원

3

한국전력공사 에너지분야 임팩트투자사
업 2018.09~

2019.06
한국전력공사 O - -

4개 임팩트기업 355백만원 투자 및 컨설팅 
지원

4

임팩트투자사업 2018.03.06.
~2020.02.1
2

KB, 농협, 신한 O - -
5개 소셜임팩트 기업 4억원 투자 

5

푸른바다 큰 고래 육성사업

2019.01~ 
2019.12

교보생명,
생명보험 사회
공헌위원회

O -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교육 문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굴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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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2018.01~ 
2022.04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O - -제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대상 발굴 및 
혁신조직 성장 지원(금융, 경영)

7
임팩트팩토리 성장프로그램 2019.03~

2019.12
서민금융진흥원 O - -

3개 사회적경제조직에 3억원 융자지원

8
하나금융그룹 하나 소셜벤처 아카데미 2019.04~ 

2019.11
하나 금융그룹
, 언더독스

O O O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9
KB금융캠퍼스 2019.04~

2019.08
KB국민은행
, 언더독스

사회혁신 스타트업 금융교육

10

Inclusion Plus Solution Lab

2019 .04~ 
2020.01

메트라이프코리
아재단

O O O
금융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
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상품,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
혁신조직에 대한 투자 및 육성

11

Impact Plus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프로
그램 2019.04~ 

2019.12
(2019.07)

한국생산성본
부, 서울혁신파
크

O O OImpact Plus 지식 및 생산성 분야 소셜벤
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피핏인데이’ 
데모데이

12

롯데면세점 청년기업 & 지역 상생 프로젝
트 in 부산 2019.05~ 

2019.07
한국생산성본부 O - -

부산소재 관광기업 엑셀러레이팅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2019.05~ 
2019.11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O - -한국 대표 전통식품 전문 사회적기업 사임
당푸드(영)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한 전
략수립 컨설팅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2019.05~ 
2019.11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O - -국내 대표 예술창작유통 전문 사회적기업 
일상예술창작센터 사업혁신 전략 및 사업 
모델 고도화 컨설팅

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
컨설팅

2019.07~ 
2019.11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O - -제과제빵 전문 사회적기업 ㈜아뜰리에이
화 대형매장 B2C 확대에 따른 사업 전략 
및 재무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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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도 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2019.07~ 
2019.11

경기도마을 (따
복)공동체지원
센터

O - -태양광 에너지 전문 사회적기업 ㈜에너지
팜 해외(미얀마) 판로개척 전략수립 컨설
팅

17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금융지원 기금운용 
및 엑셀러레이팅 2019.08~ 

2020.03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O O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금융지원 기금운용 
및 엑셀러레이팅

18

KOICA 인도네시아 혁신창업 지원체계 강
화사업 2019.03~ 

2021.12

한국국제협력
단, 한국사회투
자

O O -
인도네시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교육 프로젝트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한국사회투자-법무법인 더함,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위한 MOU 체결

2019.07.24
소비자가 만드
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
o.kr/?mod=news&act=articl
eView&idxno=532703

2
[인터뷰]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금융으로 
사회적가치 창출할 것” 

2019.08.09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
m/ReadNews.aspx?no=9125
62

3
한국사회투자, 한국생산성본부와 육성사업 협력…소셜
벤처 지원 ‘속도’

2019.09.10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
90910000290

4 [인터뷰]이종익 “쏘카는 사회적 가치투자 성공사례” 2019.09.19 머니S
http://moneys.mt.co.kr/news
/mwView.php?no=20190821
13508014105

5
[인터뷰]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임팩트금융 활성 절실"

2019.09.22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news/read/822299#csidx0a
a955652db7f949f0743f103f2
d99b 

6
한국사회투자, 경기도와 사회적기업의 해외 진출 위한 
미얀마 현지조사 실시

2019.09.24 스포츠서울
http://www.sportsseoul.com
/news/read/823356

7
한국사회투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퓨처 모빌리티 전
시 개막…“사회적 가치 창출”

2019.09.26 서울경제TV
http://www.sentv.co.kr/news
/view/561200

8
한국사회투자-메트라이프코리아재단, 임팩트투자 위한 
6개 사회혁신조직 모집…“총 4.4억 투자”

2019.10.10 뉴스웨이
http://www.newsway.co.kr/n
ews/view?tp=1&ud=201910
1013195025282

9
[인터뷰]“투자가 사회공헌이 되는 의미있는 사업” [세상
을 바꾸는 사회적 금융]

2019.10.21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
sView/20191021512019?Out
Url=naver

10
한국사회투자-한국전력, 4번째 에너지분야 임팩트투자 
기업 선정…“총 1억원 지원”

2019.11.21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
ews/article.html?no=721334

11
금융소외계층 금융생활 솔루션 투자육성 ‘속도’...“임팩트
투자 현장을 가다”

2019.11.30
소비자가 만드
는 신문

http://www.consumernews.c
o.kr/?mod=news&act=articl
eView&idxno=53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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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터뷰]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임팩트투자 선도" 2019.12.03 서울경제TV
http://www.sentv.co.kr/news
/view/565083

13
한국사회투자-한국생산성본부, 소셜벤처 지원 CSR 성
료…“지속가능 사회적 가치 확대”

2019.12.09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uht
ml/read.jsp?idxno=2019120
91551136860076

14
한국사회투자, “2020년 임팩트투자 강화할 것…컨설팅·
엑셀러레이팅 전문화”

2019.12.16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
s/newspath.asp?newsid=029
12646622719176

15
한국사회투자-JDC, 임팩트금융 CSR 사업 본격화…“사회
혁신조직 10개팀 모집”

2020.01.15 한국금융신문
http://cnews.fntimes.com/ht
ml/view.php?ud=202001151
2464947768a55064dd1_18

16
[인터뷰]이종익 한사투 대표 “1호 개인투자조합 출범… 
임팩트투자 재원 확대 원년될 것”

2020.02.24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
ws/view/186107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리얼셀러 전인호 https://real-seller.com/

2 크레파스 김민정 https://crepass.com/

3 티클 강상윤 https://tickleinvest.com/

4 드림스폰 안성규 https://www.dreamspon.com/

5 연플 김삼열 https://www.yonple.com/

6 어뮤즈트래블 오서연 https://www.amusetravel.com/

7 사임당푸드(영) 조해주 http://www.saimdangfood.kr/

8 ㈜아뜰리에이화 박초희 http://www.ewhabread.com/

9 일상예술창작센터 최현정 http://www.livingnart.or.kr/

10 ㈜에코비즈넷 조정섭 http://www.ecobiznet.com/

11 (주)에너지팜 김대규 http://energyfarm.kr/

12 기억의 책, 꿈틀 원성철 http://www.memorialbook.kr/ 

13 두리함께 이광호 http://www.jejudoori.com/

14 섬이다 강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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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http://www.kindjejumall.com/

16 제주살림 강경주 -

17 제주클린 양홍석
https://blog.naver.com/jejuclean1004?proxyRef
erer=https%3A%2F%2Fmap.naver.com%2F

18 아침미소목장 양혜숙 http://morningsmile.modoo.at/

19 정성기업 홍경수 -

20 퐁낭 박미정
http://webzine.jejuhub.org/project/%ED%90%8
1%EB%82%AD

21 아일랜드스토리 장혜리 -

22 소담제주 김미순 http://www.sodamjeju.co.kr

23 푸른콩방주 박영희 http://www.greensoy.co.kr/

24 꿈틀 협동조합 한정우 www.ccumtl.com

25 메이커스테크놀러지 조태연 http://www.makerstec.com/

26 목포대어울림아카데미 강민철 http://eac.kr/

27 챌린지투체인지 장은하 http://www.challengetochange.co.kr/

28 공공네트워크 강원재 oouniv.org

29 참좋은다문화 배경숙 http://www.참조은.net/

30 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이승우 https://www.facebook.com/dodreamnet

31 ㈜나인와트 김영록 http://www.ninewatt.com/

32 ㈜공감아이 임종진 -

33 크레비스 파트너스 김재현 https://www.crevisse.com/

34 법무법인 더함 이경호 http://selaw.co.kr/

35 제주올레 서명숙 https://www.jejuolle.org/ 

36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미경 http://www.koica.go.kr/

37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세진 http://ggmaeul.or.kr/ 

38 지구촌나눔운동 박명광 www.gcs.or.kr

39 서울특별시 조경과 박원순 www.seoul.go.kr

40 동서대학교 한경호(교수) http://www.dongseo.ac.kr/

41 한국전력공사 김종갑 hom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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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라임글로브 최혁준 http://www.limeglobe.com/

43 마블커뮤니케이션 김재호 http://www.marvelcom.net/

44 스캣커뮤니케이션 정우석 http://www.scatmc.com/

45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https://avknewsroom.com/

46 퓨너스 남이준 http://www.funers.com/

47 인터조경설계사사무소 김수연 -

48 물빛조경 이재명 -

49 지직티엠씨 이강현 www.gigic.com

50
인도네시아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Instellar

Romy 
Cahyadi

https://instellar.id/

51
인도에시아 메이커스페이스 Fablab 
Bandung

Joseph King fablabs.io/labs/fablabbandung

52 Saigon Innovation Hub
Tran Vu 
Nguyen

http://sihub.vn/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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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③, ②, ④, 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개인투자조합 출범 및 운영 2019~현재
임팩트금융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
해 2019년 말부터 개인투자조합 1
호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www.etoday.co.k
r/news/view/186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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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4_HBM 사회적협동조합(MTA 서울랩)

단체명
HBM 사회적협동조합 

(MTA 서울랩)
대표자명 박경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12

단체 웹사이트 mta-korea.co.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강현
작성자 
연락처

02-2213-2260
작성자
이메일

vida.movil.rio@gmail.com, 
mtakorea2016@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 주 단 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MTA 서울랩 오픈행사

2018.04.
03

서울혁신파크 O O O혁신파크 내 서울랩 오픈을 기념하며 MTA 
설명, 활동공유 및 향후 비전 공유, 80명 참여

2

SeTA (Social entrepreneurship Team 
Academy)

2018.03 
~ 현재

성균관대학교, 아
쇼카코리아

O성균관대에서 진행되는 5개월 팀아카데미 프
로그램, 총 5회째 진행중, 매회 30여명, 총 150
명내외

3
TeaMINN Korea 2018.02 

~ 
2020.02  

몬드라곤대학교, 
아쇼카코리아

O O O
MTA 공식 팀코치육성 마스터과정, 15명 수료

4

LEINN opendoor

2018.04 
~ 현재

몬드라곤대학교 O O OMTA 공식 학사학위과정 입학설명회, 총 8회
째 진행 중, 매 회 10여명 참석, 누적 100명 
내외

5
TFI(팀푸드인큐베이팅) 2018.04 

~ 
2020.12 

동대문구, 
해피브릿지

O외식관련 팀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총 3개
기수 진행, 100여명 수료

6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2018.06
~11

한국 사회적경제 
진흥원

O O대학 프로그램 수료 후 사업을 지속하는 팀들 
대상으로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 멘토링 : 
15명

7 전남 청년 팀창업 프로그램
2018.08
~12

전라남도 전남창
조경제혁신센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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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대상 팀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15명 수료

8

경남과기대 사회혁신 전문가과정
2018.09
~12

경남과기대 O지역의 사회혁신가들을 위한 팀으로 실제 문
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20명 수료

9

SIP 팀프러너십 워크샵
2018.09
~12

서울혁신파크 O O O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대상 팀프러너십 워크
샵 총 4회 진행 : 13명

10

협동조합 팀코치 양성과정
2019.05
~12

한국 사회적경제 
진흥원

O O협동조합 창업지원을 위한 팀코치 양성과정, 
20명 수료

11

아산상회
2019.08
~12

아산나눔재단, 우
리온, 위브

O O소외계층을 위한 창업 기회 제공 프로그램, 
22명 수료

12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2019.09
~10

서울혁신파크 O O O몬드라곤대학 경영학과(GADE) 학생들의 비
즈니스 현장방문 23명

13

글로벌 러닝저니

2020.02
~03

서울혁신파크 O O O몬드라곤대학 학사학위 LEINN International 
2기 팀기업의 한국 러닝저니 호스팅 15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삶기술학교 정착 청년, “몬드라곤의 팀 기업가정신 배워
요”

2020.01.14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
ml?idxno=9579

2 아산나눔재단, 북한이탈·외국인 창업 지원한다 2019.09.17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
ml?idxno=6776

3 오산시, ‘제1회 미래교육 오산국제포럼’ 열려 2019.07.05 매일일보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
dxno=618920

4
'문제아'들이 뭘 하겠냐고요? 울타리 안서 의기투합하니 
'싹' 보이네요

2019.06.1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
19/06/10/2019061001935.html?utm_source=n
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
=news

5
[소셜밸류커넥트] "대학 주기능 사회문제 해결" 혁신인재 
육성에 꽂히다

2019.05.28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
?idxno=5844

6 '팀 리얼창업생존기' 어느 것 하나 평범하지 않다 2018.10.15
오 마 이 뉴
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
ew/at_pg_w.aspx?CNTN_CD=A000247908
3&CMPT_CD=P0010&utm_source=naver
&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
n=naver_news

7
“협동조합 새 성장동력 끊임없이 고민, 젊은 세대 스타트업 
발굴·지원 심혈”

2018.09.30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
wsbody.asp?code=0200&key=20181001.2
2018010557

8
“이제는 세상이 교실”…교육 분야 ‘비영리스타트업’ 한자리
에

2018.09.20
더 나 은 미
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36147

9
수업에 ‘스팀’ 도입하니… 교사 설명 줄고, 학생 사고력 
커졌다

2018.06.27
파 이 낸 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806271
746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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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공은 딱 하나, 등록금은 취업 후 납부… '대안 대학'이 
뜬다

2018.06.19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
article/2018061919781

11 합쳤다 깨지고 다시 일어서다 2018.04.09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
eral/45173.html

12
[미래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 "기존 대학은 잊어라" 프로
젝트 중심 혁신스쿨이 인재 키운다

2018.03.12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RWY9
WCWRW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Timiiakatemia (핀란드)
J o h a n e s s 
Partanen

https://tiimiakatemia.com/en/

2 몬드라곤대학 (스페인)
Jose Mari 
Luzarraga

https://www.mondragon.edu/en/home

3 TZBZ (스페인) Joanes https://tzbz.coop/

4 Team Academy Amsterdam (네덜란드) Peter Vis www.teamacademy.nl

5 MTA China (중국) Kun -

6 Techstars (미국) David Cohen https://www.techstars.com/

7 Team Labs (스페인) Ibay https://www.teamlabs.es/es

8 MIDAS India (인도) JB Yadav www.midasindia.net

9 Jam Global (일본)
Jon Ander 
Musatadi

www.jamglobal.net

10 Evergreen State College (미국) Karen Gaul www.evergreeen.edu

11 Team Academy Peru (페루) Peer Stoop www.teamacademy.edu.pe

12 ihub (케냐) Erik Hersman www.ihub.co.ke

13 enspiral (뉴질랜드) Phill enspiral.com

14 KOTO (베트남) Jimmy https://www.koto.com.au/

15 Darkness In Dialouge (홍콩) Patrick Cheung http://www.dialogue-experience.com.hk/en

16 Esspace (프랑스) Maria www.esspace.coop

17 해피브릿지 협동조합 이구승 http://www.happybridgecoop.com/

18 씨닷 한선경 www.cdot.asia

19 아름다운 커피 (서울혁신파크) 한수정 www.beautifulcoffee.com

20 대안교육연대 (서울혁신파크) 태영철 https://www.psae.or.kr/

21 아쇼카 코리아 이혜영 http://ashokakorea.org/

22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 강민수 http://www.15445077.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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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나는조합 이선우 http://joyfulunion.or.kr/

24 쿱비즈 협동조합 강민수 http://www.coopbiz.kr/

25 성공회대학교 쿠피협동조합 이예나 https://www.facebook.com/coopycooperative

2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www.socialenterprise.or.kr

27 아산나눔재단 한정화 https://asan-nanum.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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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②,①,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LEINN Seoul
2020.09~
현재

한국을 거점으로 시작되는 MTA의 유럽 학사학위
입니다. 팀앙트러프러너십을 기반으로 자기발견
과 팀경험, 창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http://mta-korea.co.kr/l
einn_what.html

2
Learning Journey 
Hosting

2020~현재

전 세계의 팀프러너들에게 한국으로의 학습여정
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견학을 
넘어, 실제 팀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나와 한국을 
깊게 이해하고 성장의 원동력을 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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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5_한국아이티(IT)개발자 협동조합

단체명 한국아이티(IT)개발자 협동조합 대표자명 전만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14

단체 웹사이트 kodec.or.kr 제출일자 2020.03.11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오철
작성자 
연락처

02-313-0773
작성자
이메일

ohkodec@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2018.03.~

11.

주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ㅇ ㅇ  
3팀 배정 (100% 조합법인설립)

2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  

2019.03.~
12. 

주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ㅇ ㅇ
7팀 배정 (87% 조합법인설립)

3

디지털 양방향 일감플랫폼 “쿱브릿
지” 사이트 운영 2018.03.~

현재
과학기술인협동조
합지원센터

ㅇ

협동조합 일감플랫폼 개발실현  

2018.03.~
현재

혁인인재양성협동
조합연합회

ㅇ ㅇ4

프리랜서 온라인아카데미
“혁신아카데미” 사이트운영

프리랜서 참여 아카데미플랫폼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2019. 정책포럼 "확산되는 플랫폼 노동,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사제목] 플랫폼의 ‘맷돌’에 사회적 경제의 ‘숨구멍’을

2019.12.0
2 

한겨례신
문

http://www.kodec.or.kr/bbs/board.
php?bo_table=m14_3&wr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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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협동조합 창업지원 강화…두 배 늘린 60개 선정 
(KODEC 오철 경영이사 참석)

2019.06.1
9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
ew/20190619001024

3
한국IT개발자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나서 
(단신)

2018.04.2
6

SETCOOP
뉴스레터

https://www.setcoop.net/informati
on/information02_view.jsp?sc_boa
rd_seq=609&pk_seq=2797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 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
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혁신인재양성 협동조합 연합회
- 한국IT전문강사 협동조합
- 한국창의여성연구 협동조합
- 얍한국청년개발자 협동조합
- 문화관광유통 협동조합
(협력사) 한국공간정보협동조합, 
그리플레이사회적기업, ㈜HBI기술연구소, 
사이버타임즈, 1인기업협동조합

김광철 https://innocoop.wixsite.com/website-2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ㅇ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ㅇ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ㅇ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ㅇ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

도)
ㅇ

5-6. 사회적 영향력 ㅇ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ㅇ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ㅇ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ㅇ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ㅇ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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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센터)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1,3,2,4,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디지털 양방향 일감플랫폼 
개발 보급 사업

2015~현재
사회적경제 디지털 양방향 일감 플랫폼
쿱브릿지 자체 개발운영 및 향후 사회적
경제 개발 및 보급 운영 컨설팅사업 희망

http://www.kodec.
or.kr/bbs/board.ph
p?bo_table=m14_1
&wr_i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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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7_발전대안 피다

단체명 발전대안 피다 대표자명 한재광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21

단체 웹사이트
pida.or.kr

facebook.com/pidakorea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 기타(국제개발협력)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재원
작성자 
연락처

02-518-0705
작성자
이메일

tony5jw@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정책감시] 2019-20 한국 원조투명성 
지수(Aid Transparency Index, ATI) 평가 
사업

2019.11.0
1.~ 현재 

영국 캠페인 
네트워크 
PWYF(Publish 
What you Fund)

O
국제사회 내 한국 원조투명성 현황을 국제
조직과의 연대하여 확인, 제언활동을 진행
해 더 나은 한국 원조 발전에 기여

2

[발전침해사례 대응 사업]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
국시민사회 TF 활동

2018.07.2
3. ~ 현재

후원: 카카오 
같이가치 , 
법무법인 한결
협력사: 참여연대, 
피스모모,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 
에너지기후정책연
구소,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O

18년 7월 23일,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시
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된 해외원조자금으
로 지어진 라오스 댐이 붕괴되어 수 십명의 
사상자와 수 만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킴에 
따라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오프라인 회
의 10회, 논평·성명서(국/영문)-4회, 영상·
카드뉴스제작 2회, UN 국제회의참석 1회

3

[발전성찰 사업] 
사람이 꽃피는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발전
경험
- 1회차 : 노동의 눈으로 본 한국발전경험
- 2회차 : 환경의 눈으로 본 한국발전경험

2019.08~
12

주최/주관:서강대 
글로벌한국학과, 
후원:국제한국학
선도센터 

O

성찰적 관점에서 한국발전경험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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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사점을 도출해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제언, 하반기 중 오프라인 행사 2회 
개최, 45명 참여

4

[시민참여사업] 
나눔공유화 지원사업 : 한국 시민과 파트너
국(개발도상국) 시민이 함께 만드는 가치 
중심 대안발전 평가기준, 함께 찾아가는 
발전상 프로그램 - 캄보디아 시민연대팀

2018.01~
12

후원: (재)바보의나
눔

O O O
파트너국 시민들이 말하는 발전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아
쉬움, 바람 등의 목소리를 한국 사회와 더 
쉽고 파급력 있게 나누고자 하는 시민참여
적인 활동으로 평가됨 : 시민연대팀 4명 
참여, 현장조사 2회, 다큐멘터리 제작
(40min), 오프라인 보고회 1회 , 웹매거진 
피움 3회 연재

5

[발전논의사업]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 ODA 변화와 
발전대안을 상상하는 시민들의 힘 기르기 
–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길

2018.04.0
1~2019.1
2.31 

후원: 아름다운재
단

협력사: 사단법인 
아디(ADI), 공익법
센터 어필(APIL), 한
국여성민우회, 월
드비전, 참여연대, 
KCOC(국제개발협
력민간위원회) 등 

O O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하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주체와 이슈를 선정해 한
국 시민사회 및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과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찾기 시간을 가
짐 : 오프라인 행사 총 10회 개최, 243명 
참여, 웹매거진 피움 6회 연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적법 비자 없이 활동 코이카 NGO 봉사단 2020.01.30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96
3800/1

2
[사회일반] 정부 믿고 해외봉사 갔는데… '불
법 체류자' 신세라니?

2019.08.27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9/08/26/2019082601836.html

3
[사회] 라오스 댐 붕괴 사고 1년, "만약 한국
에서 일어났다면..."

2019.07.23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
w/at_pg.aspx?CNTN_CD=A0002556148&C
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
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
r_news

4
[사회일반] 이 문제, 왜 문제인가… 문제를 
탐구한다

2019.06.11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9/06/10/2019061001921.html?utm_sour
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
mpaign=news

5
[훅!뉴스] 국회·코이카 묘한 공생…세금으로 
전관예우까지?

2018.08.17 CBS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0164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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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시아의 배터리? 이익은 자본이, 위험은 
라오스 주민이 "

2018.08.09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
=206790&utm_source=naver&utm_mediu
m=search

7
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공
식 틀 나온다

2018.07.31
조선일보 더
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35260

8
[라오스 댐 붕괴] “국민 혈세 쓰는 개도국 
개발원조, 주민들 터전 붕괴 자금 돼선 안돼”

2018.07.30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
?id=20180730005022&wlog_tag3=naver

9

[사회일반]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
다] 총리실도 두손 든 부처 밥그릇싸움...예
산·행정낭비 악순환 반복

[ODA 3조시대-세금이 줄줄 샌다] '이용률 
2%' 몽골 水道에 233억 헛돈...브로커 먹잇
감 되기도

2018.05.3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QX
048RS

https://www.sedaily.com/NewsView/1RZQX0
ORVR

10
'청년에게 듣는 ODA 현장 이야기'…24일 
서울 신촌 G캠퍼스

2018.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10
97300371?input=1195m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 -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민간
협의회(KCOC), 참
여연대

www.kofid.org/ko

2 ㈜공감아이 임종진
페이스북 : 사진 하는 공감아이
https://cafe.naver.com/baramsoreecafe

3 The Reality of Aid Network - www.realityofaid.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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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②, ⑤,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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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시민참여 사업]
함께 찾아가는 발전상 - 시민
현장연대팀 프로그램

2015~2018

한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해외원조자금(=공적개발원조
(ODA)이  쓰여진 현장(파트너국
가)에 직접 시민이 방문해 현지 
시민들을 통해 한국 원조가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이 원하는 발전이 어떤 것인
지 등을 듣고 교류하며 평가하는 
시민참여형 현장 프로그램

http://www.pida.or.kr/pium/?q=Y
ToyOntzOjEyOiJrZXl3b3JkX3R5cG
UiO3M6MzoiYWxsIjtzOjQ6InBhZ
2UiO2k6Mjt9&bmode=view&idx
=1209858&t=board&category=3
641lH5214

2
[발전논의사업] 
사람이 꽃피는 발전을 위한 
길

2018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시민 및 개발협력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
론하는 공론화의 장

http://www.pida.or.kr/pium/?q=Y
ToyOntzOjEyOiJrZXl3b3JkX3R5cG
UiO3M6MzoiYWxsIjtzOjQ6InBhZ
2UiO2k6Mjt9&bmode=view&idx
=843524&t=board&category=36
41lH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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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8_어스맨

단체명 어스맨 대표자명 최희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3.29

단체 웹사이트
earthman.asia

facebook.com/from.earthman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희진
작성자 
연락처

02-6212-1258
작성자
이메일

heejin@earthman.asia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세계공정무역의날 한국페스티벌

2018.05
한국공정무역
협의회

O
홍보부스 운영

2
‘공정한 식탁’ 

2018.05 O O
공정무역 요리 워크숍

3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상
자 선물 이벤트’

2018.06
행복얼라이언스, 
행복도시락

O
결식/여아위생/장애 아동 2천 명에
게 공정무역 간식 기부

4
세계 공정무역의 날 한국페스티벌

2019.05
한국공정무역

협의회
O O

홍보부스 운영, 체험워크숍 기획

5

공정무역 점심@모점 
2019.05.07.~

10
영셰프 O O O영셰프와의 협업. 1주일 간 공정무역 

재료가 포함된 식단  

6
공정한 DIY 키트 개발

2019.10~11 O O O
손바느질 KIT 개발&워크숍

7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상 2019.12 행복얼라이언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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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선물 이벤트’

행복도시락결식/여아위생/장애 아동 3천 명에
게 공정무역 간식 기부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행복얼라이언스 35개 기업과 '어린이들의 행복' 키운
다 2018.04.17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
view.php?no=20180417
13552920260

2 행복얼라이언스, 아동 삶의 질 향상 위해 '행복상자 
캠페인' 진행 2018.06.25 내외뉴스통신

http://www.nbnnews.co.
kr/news/articleView.htm
l?idxno=149578

3 20대 여성창업가에게 전하는 말 2018.08.02 벤처스퀘어 http://www.venturesqua
re.net/766763

4 여성 리더들의 토크콘서트 예비여성창업자들을 응원
하다! 2018.09.27 월간리쿠르트

http://www.hkrecruit.co.
kr/news/articleView.htm
l?idxno=15323

5 방황 속에서 지구마을을 향한 ‘마음의 이정표＇를 찾
았죠 2018.10.24 월간리쿠르트

http://www.hkrecruit.co.
kr/news/articleView.htm
l?idxno=15371

6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물 ‘공감’> 2019.12.26 BBS, CBS,
CPBC, WBS

https://youtu.be/khnvE
7400k4

7 “공정무역에 남는 게 있냐고요? 모두가 행복해지죠” 2019.12.26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news/article/all/201912
26/98963872/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공정무역협의회(KFTO) - www.kfto.org

2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FLO) - https://www.fairtrade.net/

3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 - https://www.happyalliance.org/

4 사회성과인센티브 - http://www.socialincentive.org/

5 기아대책 유원식 www.bemyfriend.co.kr

6 더페어스토리 임주환 www.thefairstory.com

7 피티쿱(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 - www.ap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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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름다운커피 고광모 www.beautifulcoffee.org

9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이강백 www.asiafairtrade.net

10 아이쿱생협 - www.icoop.coop

11 인천공정무역단체협의회 - se.incheon.go.kr

12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 이미영 www.fairtradekorea.co.kr

13 카페티모르 조여호 www.peacecoffee.co.kr

14 트립티 최의팔 www.tripti.co.kr

15 공기핸디크래프트 윤하나 www.gong-gi.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

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

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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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 2, 1, 4, 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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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09_더함

단체명
더함

(사회적경제법센터)
대표자명 양동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05

단체 웹사이트 selaw.co.kr 제출일자 2020.03.17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우진
작성자 
연락처

02-6384-5500, 5533  
작성자
이메일

uj.kim@selaw.co.k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9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
관(법무분야) 운영 용역

2019.03~
2019.11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O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법률이슈 사
항 전문상담 

2

2018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
관(법무분야) 운영 용역

2018.04~
2018.11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O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법률이슈 사
항 전문상담 

3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07~

2017.09
기획재정부  O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4

2017년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
관(법무분야) 운영 용역

2017.05~
2017.11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O

협동조합 설립, 운영의 법률이슈 사
항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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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선한 의지 품은 혁신가들이 법 앞에서 애먹지 
않도록 조력해야죠"

2019.07.23.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
/article/023/0003462615

2
“오름이 제주를 아름답게 하듯…사회적경제가 살
기 좋게 변화시킬 것”

2018.11.02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
ws/articleView.html?idxn
o=3612

3
[혁신파크 EP10]“사회적 가치에 법적 전문성을 
더하다”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이경호 대표

2018.09.20 서울혁신파센터
https://www.youtube.co
m/watch?v=r50gFgluMZ
Q&feature=youtu.be

4 #03 이경호의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2016.05.18 서울혁신센터

http://blog.naver.com/Po
stView.nhn?blogId=s_inn
opark&logNo=22071315
3842&categoryNo=26&
parentCategoryNo=0

5
젊은 변호사들의 유쾌한 응답 -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2016.03.29
서욱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세모편지 

http://blog.naver.com/Po
stView.nhn?blogId=sehu
b&logNo=22066873866
8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
인 홍보채널 표기) 

1 한국사회투자 이종익 www.social-investment.kr/

2 주식회사 뉴블랙 김정헌 newblack.kr/

3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서정화 bigissue.kr/

4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sehub.net

5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www.15445077.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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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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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①,②,⑤,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411

2018010_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단체명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박원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05

단체 웹사이트 audsc.org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원진
작성자 
연락처

070-4322-3653
작성자
이메일

wonjin.park@audsc.org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2015년 서울 청년혁신일자리사업
15.02.06~
15.12.31

서울특별시 청년
허브

○ ○
2015년 서울 청년혁신일자리사업

2

2015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15.07.08~ 

15.12.31
서울특별시 ○청각장애인들과 정보공유를 위한 스마트

글래스 연동 개발, 교육훈련, 홍보마케팅

3

서울시 장애인 사회서비스 전문형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사업 15.09.15~

15.12.20

서울시사회적경
제센터, 웹와치
(주)

○ ○ ○
쉐어타이핑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
팅 강화

4

2015년 서울혁신파크 공모지원사업
15.10.19~
15.12.15

서울혁신센터 ○ ○ ○청각장애인 모두와 소통하는 혁신파크 만들
기

5
2015년 서울혁신파크 공모지원사업 15.10.19~

15.12.15.
서울혁신센터 ○ ○ ○

소통이 흐르는 밤

6

제4회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사업
15.11.24~
16.08.31

한국전력공사, 함
께일하는재단

○

2015 한국전력공사가 후원하는 <제4회 협
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7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16.03.16~ 사단법인 씨즈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412

(네이버N’gels X 소셜벤처)

16.09.30네이버와 함께하는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쉐어타이핑 지원서비스

8

청년허브 청년활 프로젝트 지원사업
16.05.01~
16.11.20

서울특별시 ○
청년허브 청년활 프로젝트 청각장애인 기본
권 찾기

9

서울혁신센터 혁신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작당시작 프로젝트 16.06.01~

16.10.31
서울혁신센터 ○ ○ ○

유니버셜 서울혁신파크 만들기

10

2016 협동의 가치 확산 작은 프로젝트 지원 
사업 16.06.13~

16.10.31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이가
치 with kakao

○ ○
2016 협동의 가치 확산 작은프로젝트 지원 
사업

11

2016 공유촉진 지원사업

16.07.15~
16.12.31

서울특별시 ○속기사의 재능공유를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경인 스마트 
쉐어글래스 홍보 및 마케팅

12

같이가치 with kakao 프로젝트 모금
16.08.22~
16.10.31

같이가치 with 
kakao, 사단법인 
시민

○협동으로함께살기_2016_소리를 문자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다

13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16.09.29~
17.03.31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

○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 지원사업

14
신세계 I&C 지원사업 16.10~

17.05
신세계 I&C ○

신세계 I&C 지원사업

15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7.03.01~
18.02.28

은평구청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6

2017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17.03.30~
17.11.30

서울특별시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사
업

17
2017년도 마을공동체 부모커뮤니티 활성
화지원사업 17.04.01~

17.10.31
은평구청 ○ ○

청각장애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18
혁신형 협동조합모델 발굴사업 17.04.20~

17.11.30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혁신형 협동조합모델 발굴사업

19

2017년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17.05.01~
17.12.31

서울특별시 ○문자통역(속기)사의 재능과 실시간 자막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쉐어타이핑 홍보.마케
팅

20

같이가치 with kakao 프로젝트 모금
17.05.10~
17.10.31

같이가치 with 
kakao, 사단법인 
시민

○장애인의날_소리를 문자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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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7.05.20~
17.12.31

은평구청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2

2017 협동의 가치 확산 작은행사 지원사업

17.06.01~
17.11.31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이가
치with kakao, 사
단법인 시민, 신협
사회공헌재단, 해
피브릿지협동조
합, 아이쿱협동조
합지원센터

○ ○

제4회 소통이 흐르는 밤

23

2017년 상반기 제14차 인권홀씨기금 지원
사업

17.06.03 한국인권재단 ○ ○
청각장애인 금융권 접근권 및 기본권 향상 
워크샵

2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17.06.13~

20.01.31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
행복한소리Dream 사업

25

2017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17.11.20~

17.12.15
서울특별시사회
적경제지원센터

○ ○ ○
2017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

26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18.03.01~
19.02.28

서울특별시, 은평
구청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27

2018년 뉴딜일자리 공공특화분야 민간공
모 사업 18.03.02~

18.12.31
서울특별시 ○ ○

2018 초.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 문자
통역 지원사업

28
2018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18.05.29~
18.11.30

서울특별시 ○
청각장애인 지원 ‘쉐어타이핑’보급 및 홍보

29
네이버 해피빈

18.07.01~
19.06.30

재단법인 해피빈, 
IBK기업은행

○소리를 문자로 통역하는 사람들, 문자통역
사

30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08.01~

19.07.31
서울특별시, 은평
구청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1

2019년 뉴딜일자리 공공특화분야 민간공
모 사업 19.01.01~

19.12.31
서울특별시 ○ ○

2019 초.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 문자
통역 지원사업

32
서울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지원사업

19.03.04~
19.12.31

시립서대문농아
인복지관

○
서울 청년 청각장애인 문자통역지원사업

33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 환경의 수어 통역 
콘텐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19.03.21~

19.11.30
서울대학교병원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 환경의 수어 통역 
콘텐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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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9 청각장애학생 문자통역 지원 사업
19.05.31~
19.12.30

충청남도교육청 ○ ○
2019 청각장애학생 문자통역 지원사업

35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19.06.27~

19.12.31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서울지역본
부

○ ○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19.09.23~
20.06.30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사업

37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 사업) 20.01.01~

20.01.31
서울특별시, 은평
구청

○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지역주도형 청
년일자리 사업)

38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20.01.01~
20.12.31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서울지역본
부

○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3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20.02.28~

20.12.31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서울지역본
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40
같이가치 with kakao 프로젝트 모금

20.03.30~
20.06.30

같이가치 with 
kakao, 함께일하
는재단

○
청각장애인,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현대차그룹-현대차 정몽구 재단, ‘2015 H-온드

림 오디션’ 시상식 개최
2015.04.30 스포츠한국

http://sports.hankooki.com/lpage/

economy/201504/sp201504301102

32136990.htm

2
한전, 사회적협동조합 7곳에 총 1억1000만원 

지원
2015.11.24 EBN

http://www.ebn.co.kr/news/view/8

04229

3
[청년 창업지원 ① 현대차그룹]“H-온드림 지원

금으로 창업 성공”
2015.05.18 CNB저널

http://weekly.cnbnews.com/news/a

rticle.html?no=116002

4 [이근춘의 착한 공유경제] 공유경제 FAQ 2015.12.14
이코노믹리뷰 매

거진

http://www.econovill.com/news/art

icleView.html?idxno=273867

5 (피플)모두가 행복한 소통을 꿈꾼다 2015.10.15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

News.aspx?no=591918

6
[슬로 뉴스] 함께 쓰면 돈 된다！ 공유경제의 

변신… 무형 자산도 나눈다
2015.11.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923316771&code=111

51100&cp=nv

7 씨온드림, 청각장애인 위한 스마트안경 개발 2015.08.12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5081215274025151&outlin

k=1&ref=https%3A%2F%2Fsearch.

naver.com

8 "당신의 '꿈'을 타이핑 합니다" 2015.01.29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5012918367478228&out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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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ref=https%3A%2F%2Fsearch.

naver.com

9
“청각장애인에게 실시간으로 소리를 보여드립

니다”
2015.03.18 블로터

http://www.bloter.net/archives/223

027

10 농인인 내가 ‘나다 페스티벌’이 흥겨웠던 이유 2015.08.21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

ewsContent.aspx?CategoryCode=0

006&NewsCode=00062015081817

3536705041

11
[혁신의 꿈터를 찾아서]② 특수학교 출신 교사가 

만든 청각장애 서비스 ‘에이유디조합’
2016.05.2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

an_art_view.html?artid=201605242

319025&code=940100

12 “좋은 제품,소비자가 지켜요” 역발상소비 캠페인 2016.12.09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6120815090066603&outlin

k=1&ref=https%3A%2F%2Fsearch.

naver.com

13
이연희-변요한, 2017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 

위촉
2016.11.03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3/all/201

61103/81146336/1

14 시민사회소식 2016.10.27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i

ety/society_general/1147.html

15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시상식 

개최
2016.09.29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

609291548141119

16
같이가치 with kakao, ‘협동으로 함께살기’ 캠페

인 진행
2016.07.01 한국금융신문

https://cnews.fntimes.com/html/vie

w.php?ud=157220

17
시각·청각 장애를 넘어선 축제…'페스티벌 나다 

2016'
2016.05.31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

160527111304416

18 STEPI, ‘소셜벤처, 대덕을 만나다’ 포럼 2016.05.17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

w.php?key=201605170663

19
신세계I&C, 사회적기업에 영업관리 솔루션 무상 

제공
2016.11.09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

?newsId=01813846612844080&me

diaCodeNo=257&OutLnkChk=Y

20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 내달 4일 청각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2017.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

171024175300004?input=1195m

21 사회인턴, 66세에 새로운 '꿈'이 생겼다 2017.12.04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382006&CMPT_CD=P0010&

utm_source=naver&utm_medium=

newsearch&utm_campaign=naver_

news

22
[이윤지의 영웅담] '문자 통역'으로 청각 장애인

의 권리를 지켜준 속기사들
2017.12.08 데일리e스포츠

http://game.dailyesports.com/view.

php?ud=2017120722455863953

23
[제4회 앱쇼코리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기부, 행소하세요! `행복한 소리Dream`
2017.11.30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

er/News/Read?articleId=A2017113

00351&resource=

24
협동조합 혁신사례 공유로 경제 양극화·불평등 

극복
2017.07.02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

cleView.html?idxno=48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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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시 지원·육성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7개 

선정
2017.12.18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18

2856

26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구

매 확대하겠다"
2017.06.3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

706301106451548

27
나눔과 성장을 동시에…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2017.12.19 TBS뉴스

http://www.tbs.seoul.kr/news/buny

a.do?method=daum_html2&typ_8

00=R&seq_800=10255298

28 [현장 르포] 광화문 1번가 사람들 2017.06.22 네이버뉴스

http://www.korea.kr/news/policyNe

wsView.do?newsId=148838292&ca

ll_from=naver_news

29
[기업톡톡]카카오"장애인들의 행복한 세상을 응

원합니다"
2017.04.11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

0170411003305?OutUrl=naver

30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 '7개 우수기업 인증식' 

개최
2017.12.19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

rticleView.html?idxno=842684

31
마을에서 가꾸는 행복한 일터·삶터·쉼터…취약

계층·환경도 보듬어
2018.12.25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

my/article/2018122594531

32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앱 `쉐어타이핑 2018.02.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view

/2018/02/101980/

33 사회적기업 뽑아 성장지원금에 경영컨설팅도 2018.11.28 조선일보biz

https://biz.chosun.com/site/data/ht

ml_dir/2018/11/28/2018112801683

.html?utm_source=naver&utm_me

dium=original&utm_campaign=biz

34 모두가 행복한 소통, 소리를 눈으로 본다 2018.12.18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6403

35 행안부, 공용화 설계 확산 방안 찾는다 2018.09.1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

NISX20180910_0000414024&cID=

10801&pID=14000

36
다름과 다름이 하나 되는 세상, 우리 모두 함께해

요~
2018.04.18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

articleView.html?idxno=64633

37
문자 통역' 속기사, 전용준 캐스터 도움 받아 롤챔

스 스프링 중계한다
2018.01.20 데일리e스포츠

http://game.dailyesports.com/view.

php?ud=2018011916060949906

38
[e-브리핑] 행안부 13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열린소통포럼
2018.09.10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

eView.html?idxno=544285

39 모두가 행복한 소통, 소리를 눈으로 본다 2018.12.18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6403

40
서울시, 청년 청각장애인 취업면접 등 '1:1 문자

통역' 서비스
2019.03.25 아시아뉴스통신

https://www.anewsa.com/detail.ph

p?number=1630860&thread=09r0

2

41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소리 질러, 락앤롤!” 2019.05.0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

s/Read/201905031783383293?did

=NA&dtype=&dtypecode=&prne

wsid=

42 고용부, 에이유디 등 65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2019.05.12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1

905120913115675

43 이윤에서 상생으로…“사회적 가치의 시대가 왔 2019.05.28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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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Read/201905281793038864?did

=NA&dtype=&dtypecode=&prne

wsid=

44
SK C&C, 청각장애인 위한 AI 문자통역서비스 

제공
2019.06.0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013364226&code=611

51111&cp=nv

45 문자통역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본다 2019.06.0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42933&CMPT_CD=P0010&

utm_source=naver&utm_medium=

newsearch&utm_campaign=naver_

news

46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2019.07.0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

handicapped/900055.html#csidx7a

c60d6cf70da37831ecf939b632320 

47
에이유디의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9.10.01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9091814592913199

48
<친환경도시로 가는 길> 도시 환경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공유경제체제
2019.12.04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

.php?key=20191204010001153

49 씨티은행, ‘2019 한국 사회적기업상’ 시상 2019.12.20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

w/1VS5CK3EA0

50
에이유디, 경험과 전문성 갖춘 강사들이 만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9.12.30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9123014402313941

51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래한국당 편향 여론조

사/정의당, 정당 최초로 문자통역 도입
2020.02.26 네이버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

nhn?mode=LSD&mid=sec&sid1=1

23&oid=426&aid=0000008825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소셜벤처 성장지원 사업 우수상 2016.09.29 
사회연대은행, 
IBK

http://www.ngonews.kr/8
9148

2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행복한 소리드
림’ 보건복지부장관상

2017.12.08 코스리 http://csrfilm.co.kr/587/

3 한국사회적기업상 2019.12.19
한국씨티은행, 
신나는조합

https://www.newstomato
.com/ReadNews.aspx?no
=941252

4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표창장 2019.12.30 보건복지부장관

https://www.facebook.co
m/100001824363935/po
sts/3281839438553503/?
d=n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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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사랑의 달팽이 김민자 https://www.soree119.com/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광환 http://www.kofod.or.kr/

3 한국장애인연맹 황광식 https://dpikorea.org/

4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이정자 http://sdeaf.org/

5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https://www.welfare.seoul.kr/

6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https://www.koddi.or.kr/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https://www.kead.or.kr/

8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권희 http://www.ableforum.com/

9 강원도농아인협회 이상용 http://www.gwdeaf.or.kr/

10 제주도농아인복지관 문성은 http://www.deafwel.or.kr/

11 서울특별시 박원순 http://www.seoul.go.kr

12 은평구청 김미경 http://www.ep.go.kr

13 국립국어원 소강춘 https://www.korean.go.kr/

14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https://www.humanrights.go.kr/

15 인사혁신처 황서종 http://www.mpm.go.kr/mpm/

1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정세균 http://www.opm.go.kr/

17 행정안전부 진영 https://www.mois.go.kr/

18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이윤식 http://www.goeyi.kr/eduyi/

1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http://www.socialenterprise.or.kr/

20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김수정 https://www.barrierfreefilms.or.kr/

2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http://seh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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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유란 https://youthmoneyhabit.modoo.at/

2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전민주 http://www.seoulmaeul.org/

24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김정열 https://www.ssen.or.kr/

2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안연정 https://youthhub.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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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1. 5, 3, 4, 2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 강사지원 사업

2019~
20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17.11.28)으로 ’18.05.29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
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https://www.kead.or.k
r/view/service/service
04_17_12.jsp 

2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2020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
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
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https://www.kead.or.k
r/view/service/service
03_08.jsp?sub1=15 

3
서울 청각장애인 문자통역 
지원사업

2019~
2020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서울시 
청각장애인에게 문자통역(속기)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http://audsc.org/?pag
e_id=27&uid=108&
mod=document&pa
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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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_위누

단체명 위누 대표자명 허미호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09

단체 웹사이트 weenu.com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윤주
작성자 
연락처

02-782-0514
작성자
이메일

picnic@weenu.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ARTUP! 소셜플레이그라운드

2018.08.02~
2018.10.06 

주최 : 위누
협력사 : 영국문화원
후원 : 서울혁신파크

O O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예술
을 접목한 어린이 프로그램

2

꿈다락토요문화학교
2018.08.11~2
018.11.03

주최 :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O
무대밖예술가:청소년대상 무료교
육프로그램, 20명 참여

3

글로벌 아트프레너 아카데미
2018.10.24~2
018.10.26

주최 : KOTRA O
예술인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23
명 예술인 대상

4

SKT 행복커뮤니티
2019.06.01~ 
현재

주최 : 서울시 디자인정
책과

O
신진작가 청년갤러리 조성

5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운영
2019.05.11~2
019.09.11

주최 : 서울시 디자인정
책과 

O
시민과 큐레이터 함께 서울시 공공
미술작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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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아티스트를 위한 국내 첫 코워킹 스튜디오 아트업서
울, 시민 대상 ‘오픈데이’ 개최

2018.05.14 
연합뉴스, 서천일
보 등

https://www.yna.co.kr/view/
AKR20180511079400848

2
[서울+]‘청계천업사이클페스티벌’24일부터_‘’폐
자원이 예술로“

2018.11.23
시장경제, 우체국 
등

http://www.meconomynews.
com/news/articleView.html?i
dxno=18523

3
SK텔레콤, 인천 지점에 ‘청년갤러리’꾸미고 청년작
가 작품 전시

2019.04.17
인사이트, 한국평
판신물, 팍스경제
TV 등

https://www.insight.co.kr/ne
ws/223088

4
SKT, 청년갤러리 2호점 전주에 오픈...도심 재생 사업
과 ‘연결’

2019.05.23 SK텔레콤 사이트

https://www.sktelecom.com
/advertise/press_detail.do?p
age.page=1&idx=4905&pag
e.type=all&page.keyword=

5 제28편‘예술과 대중을 잇는 사회적기업의 이야기 2019.10.14
문화예술지식정보
시스템 유튜브채
널

https://www.youtube.com/w
atch?v=Aj8bD1cd-Fk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1 서울시설공단, 감사패 2018.12.03 서울시설공단 하단 별첨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SKT 박정호 www.sktelecom.com

2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권평오 www.kotra.or.kr

3 서울특별시 박원순 www.seoul.go.kr

4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www.sisul.or.kr

5 한화B&B 박종엽 www.beansnberries.co.kr

6 SK건설 안재현 www.skec.co.kr

7 예술경영지원센터 김도일 www.gokams.or.kr

8 영국문화원 Sam Harvey www.britishcouncil.kr

9 Minerva School Ben Nelson www.minerva.kgi.edu

10 사회적가치연구원 최태원 www.cse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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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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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④,⑤,①,②,③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
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아트업서울
2018년~현

재
아티스트 공동 작업실, 네트워킹 및 프로
젝트 참여 기회제공

www.artupseoul.com

2
SDGS 기반 
예술교육프로그램

2018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반으로 한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http://artupseoul.com/?pagei
d=2&page_id=35&mod=doc
ument&uid=102

3 작가미술장터 2019년
중저가 작품 판매 및 작가 작업실 오픈데
이

https://www.mk.co.kr/news/cu
lture/view/2019/09/75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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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1 서울시설공단, 감사패 2018.12.03 서울시설공단 하단 별첨(이미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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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_비영리IT지원센터

단체명 비영리IT지원센터 대표자명 김성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10

단체 웹사이트
npoit.kr

facebook.com/npoitcente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혜복
작성자 
연락처

070-4166-2500
작성자
이메일

hyebok@npoit.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비영리 아마존웹서비스(AWS) 세미나

2019.10.31 아마존코리아 ○ ○
클라우드 AWS 소개 및 비영리단체 활용
사례 소개

2

<2019 스마트폰 나눔 프로그램>

2019.1.10. 
~02.28

LG전자 ○
사회복지기관 79곳 대상 LG 스마트폰 기
부

3

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채움PC 기증사업
2019.03.13.
~03.27

한국컨택센터
산업협회

○ ○
기증받은 노후PC로 재제조PC 공익단체 
업무용 PC 지원

4

테크숩 코리아 설명회

2019.05.16 ○ ○
소프트웨어 기부프로그램  ‘테크숩’ 설명
회, 70명 참여

5 테크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리더세미나
2019.05.20. 
~11.20

서울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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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5회 개최, 200명 참여

6

시민기술아카데미 - 구글 G-Suite 교육

2019.09.23. 
~10.14

쿠팡,대림산업 ○ ○
3회 유료교육, 50명 참여

7

시민기술아카데미 - 비영리 홍보 교육

2019.12.27 쿠팡,대림산업 ○ ○

1회 유료교육, 30명 참여

8

NPO파트너페어
2018.10.23.
~24
2019.10.22.
~23

서울시NPO지
원센터

○
NPO파트너페어 부스 운영  및 워크숍 진
행 (2018년, 2019년)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오렌지라이프, 비영리단체 위해 중고PC 400대 
기부

2018.12.17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
ticle/all/20181217/93340215/1

2 채움PC, 노후 PC 기증으로 공익단체 지원 2019.03.28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
ws/article/?no=452667

3
오렌지라이프, 비영리단체 위해 중고PC 700대 
기증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
201909241602439847

4
쿠팡, 중고PC 재활용해 사회적 기업에 기부…친
환경·나눔 앞장선다

2019.10.18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
ml?article_no=20191018021099
32060001

5
테크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리더 세미나 20일 
개최

2019.11.11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
icleView.html?idxno=5197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2019 디지털 리더스 어워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수상

2019.12.1
9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
a_kor/ex/bbs/View.do?cbId
x=90549&bcIdx=21658&p
arentSeq=21658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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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 김자유 https://ictact.kr

2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http://commonzfield.kr/ccsi 

3 누구나데이터 김자유 https://nuguna.co/ 

4 도너스 (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https://donus.org/ 

5 토스랩 김대현 https://www.jandi.com

6 리맨 구자덕 http://www.remann.co.kr/ 

7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http://www.seempower.kr/ 

8 MYSC 김정태 https://mysc.imweb.me/ 

9 구구컬리지 박용 https://fb.com/99colleage 

10 테스트웍스 윤석원 http://www.testworks.co.kr 

11 서울디지털재단 고한석 http://sdf.seoul.kr 

12 ICT브릿지 장형수 http://www.ictb.co.kr 

13 위즈온 협동조합 오영진 http://www.wezon.co.kr/ 

14 AUD사회적협동조합 박원진 http://audsc.org/ 

15 휴먼트리 이선희 https://www.humantree.kr/ 

16 빠띠 권오현 https://parti.coop/ 

17 아마존코리아 마이클최 https://aws.amazon.com/ko/about-aws/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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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③, ⑤, ④, 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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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춘천DSI서밋 2019
춘천사회혁신파크(커먼즈필드춘천)에
서 디지털사회혁신 주제 세미나 기획 및 
운영

https://blog.naver.com/soci
alinnovationpark/2217135
22868 

2 공익단체 채움PC 나눔 2019
쿠팡,대림산업,오렌지라이프 등 기업/기
관 등이 기증한 노후PC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활용 공익단체 업무용 PC 지원

http://www.npoit.kr/notice
/?uid=337&mod=document
&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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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_이야기꾼의책공연

단체명 ㈜이야기꾼의 책공연 대표자명 김형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11

단체 웹사이트
bookteller.net

facebook.com/BooktellersQuilt
제출일자 2020.03.12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기타(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

작성자
(입주단체)

황덕신
작성자 
연락처

02-2676-1013
작성자
이메일

goodbyewar@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
번

세
부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우수 
사업

파크 
공간/
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업

1

1. 어린이연극 장소만들기

2018.04
~2020.03

[홍보협력]서울혁
신센터, 은평구, 은
평 지역 커뮤니티카
페 옴니버스

○ ○

유휴공간 과제에 어린이예술창작공간 실험으로 모델 
제시. 평범한 사무실 공간인 상상청 104호를 스튜디오
형 문화공간<작은극장,어린>으로 브랜딩. 유동량이 
적은 서울혁신파크의 어린이 및 가족 유동량 만들기 
시도. 첫 집객은 20명이었으나 이후 만석을 기록함

1)

듣는 쇼케이스 <낱말 공장 나라>
2018.
03.30

자체 기획 (사서,교
사,평론가,기획자,
어린이 초대)

○ ○서울혁신파크를 경험하지 못한 관계자들 초대. 
작품 피드백. 마켓 기능 수행

2)

시즌제 공연
2018.04
~2020.01
(코로나19
로 일부 취
소)

자체 기획 (홍보협력 
얻음)

○ ○
자체 개발 책공연 16작품 33회 공연. 1,749명 
관람. 450가구가 회원화

3)
참여연극형 독서함양프로그램 2018.08

~2020.01
(코로나19

자체 기획 ○ ○
자체 개발 11개 시나리오 34회 개최.  4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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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입소문이 나 예약오픈 30분내 마감됨 
로 일부 취
소)

4)

열린 시연회. 신작<진짜 도둑>

2019.08.0
8

자체 기획 ○ ○신작 개발, 어린이, 교사, 은평 이웃 관객 초대하
고 피드백 주고받아 수정보완. 집단의 창의로 
솔루션을 다듬음

5)

리프로덕션 프로젝트
2018.04
~2020.03

자체 기획 ○ ○6작품 개작, 수정 보완하여 2작품 3개 연극상 
수상. 시즌제 공연에서도 선보임.

6)

글로벌콘텐츠 프로젝트

2018.04
~2020.03

자체 기획 ○ ○<평강공주와 온달바보>일본어 프로덕션으로 
개작. 이이다국제인형극축제 선정. 2020년 아시
테지세계총회 선정

7)

고유문화 프로젝트
2018.04.~
06.

주최: 국립국악원 ○ ○
국악 콜라보. 2작품을 국악작업하여 개작. 공연

8)

국경 없는 예술 프로젝트 2018.06.0
1
2019.08.2
5

협력: 따비에(NGO)
크리킨디센터

○ ○
미얀마 어린이도서관 건축기금 모집 후원 공연

9)

청소년프로그램<바디톡>
2018.03
~2019.12

은평 오디세이학교 ○ ○새 프로그램 개발(2018). 공간 및 강사 제공
(2019). 2년간 연인원 816명 참여

2

2. 찾아가는 책공연

2018.04
~2019.12

티엠디교육그룹, 대
교 눈높이사랑봉사
단, 한국문화예술위
원회. 홍천교육도서
관 등 

○강화 계명보육원 등 전국 121개처 17,233명 
향유. 10작품125회 공연 개최

3

3. 교실에서 만나는 책공연

2018.04
~2019.12

남원 보절초, 인천 
한누리 다문화학교, 
평택 청북초, 이천 
마장초, 보령 관창
초, 천안 미죽초, 김
해 대진초, 제주 김
녕초 등

○
정보를 잘 구하는 부모를 두지 못한 어린이 누구
나 볼 수 있는 어린이의 일상 공간인 학교로, 
농어산촌 중소도농복합지 도시의 취약지역 80
개처 찾아가 공연 101회 개최 16,944명 향유

4

4. 찾아가는 참여연극

2018.04
~2019.12

경주대자원(보육
원), 동두천애신보
육센터, 광주 무지개
지역아돈센터, 태백 
황지여중, 고흥 과역

○초등, 중등 대상 참여연극형 독서함양프로그램 
개발, 찾아가는 참여연극 개최. 농어산촌 중소도
농복합지 도시 취약지역 지역아동센터, 학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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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 찾아가 143회 개최 2,215명 참여
중, 하동 악양중, 구
례 산동중 등

5

5. 예술제 선정 및 상연

2018.05.
~2020.01

ASSITEJ, ASSITEJ 
KOREA, IIDA 
p u p p e t 
i n t e r n a t i o n a l 
festival 등 

○아시테지세계총회,일본이이다국제인형극축제,
아시테지겨울축제,춘천인형극제,경기인형극제 
등 선정, 상연

6

6. 극장에서 초청작 선정 및 공연

2018.04.
~2019.01

예술의전당, 부천문
화재단, 춘천인형극
제, 경기인형극진흥
회 등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부천판타지아소극장, 
국립국악원 등 선정. 142회 개최, 21,729명 향유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줄 사람을 찾아요 2020.02.13 서울잡스
https://seouljobs.net/recr
uit/bookteller-2/ 

2
[좌담]극단의 현재와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
<연극 환경진단과 아동극의 위상>

2019.12
학술지
<아동청소년극포럼>

http://assitejkorea.org/in
dex.html 

3 아동 극단의 정체성과 창작 방식의 연동 연구 2019.12
학술지
<방정환연구>

http://kiss.kstudy.com/th
esis/thesis-view.asp?key
=3703891 

4
책도 놀이처럼, 교훈보다 재미가 아이들 마음 두
드려요

2018.11.07
머니투데이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
ws/articleView.html?idxn
o=3668 

5 어린이의 마음으로 새롭게 보는 일상의 의미 2018.08
<예술의 전당 매거진>
2018.9월호

http://www.sac.or.kr/Sac
Home/playzine/pzMonth
lyDetail?searchOpenDt=
20180901 

6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무척 교훈적일 것 같지만 상당히 재미
있는 물체놀이극

2018.07.31 RPM9
http://www.rpm9.com/ne
ws/article.html?id=20180
731090038

7
어린이공연을 수용하기 위한 시대적 철학가치와 
형식적 양식의 정립

2018.02 월간 <한국연극>
http://ktheater.bravod.co
.kr/sub7_3.html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제17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은상. 우수연기상 
- 작품 <낱말 공장 나라>
*주관 : 김천시, 국제축제조직위원회

2019.07.28 http://www.g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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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회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금상. 우수연기상
- 작품 <마쯔와 신기한 돌>
*주관 : 김천시, 국제축제조직위원회

2018.07.29 http://www.gitf.co.kr/

3

2020 아시테지세계총회 ASSITEJ World Congress & 
Performing Arts Festival 공식작 선정 (비경쟁부문으로 구성
된 어린이연극 세계최대축제로 90개 회원국 각국 평균 
100~200개 극단의 작품 중 엄선, 30여개 선정하는 가운데 
공식작으로 선정됨. 1964년 이래 3년마다 개최되어온 20회 
예술제 중 한국 작품이 선정된 것은 4회 밖에 없음)
- 작품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주관 : ASSITEJ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2020.05.17.~1
8
*ASSITEJ는 어
린이청소년연
극의 최대 민간
국제기구

https://www.assitej-inter
national.org/en/
https://www.2020.assitej-ja
pan.jp/

4

2019 일본이이다국제인형극축제 공식작 선정(세계 3대 인형
극축제로 120개 장소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 중 공식작은 
소수 일부임)  
- 작품<평강공주와 온달바보>
*주관 : 이이다국제인형극축제조직위원회

2019 . 07 . 31 , 
08.05

https://www.iida-puppet.
com/ 

5
2020 아시테지겨울축제 대표작 선정 
- 작품 <낱말 공장 나라>
*주관 : 아시테지한국본부

2020.01.11.~1
2.

http://assitejkorea.org/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아시테지한국본부 방지영 http://assitejkorea.org/ 

2 오가니제이션 요리, 영쉐프스쿨 한영미 https://orgyori.com/ 

3 크리킨디센터 김희옥 https://krkd.eco/ 

4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 송인현, 백창우 http://cafe.daum.net/children.c.s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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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이야기꾼의 책공연은 그간 쌓아온 노하우와 콘텐츠의 힘으로 서울혁신파크로 어린이 및 가족을 이끌고 
오려했고, 2020년부터는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들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어린이・청소년과 나눌 수 있도록 
단체투어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③,⑤,④,①,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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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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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4_라이터스

단체명 라이터스 대표자명 남지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16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writers7 제출일자 2020.03.17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민관
작성자 
연락처

010-3425-0840
작성자
이메일

minmin86@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예술로 봄

2019.04
협력: 이동예술관
지원: 함께일하는
재단이화여대 앞에서 라이터스 ‘글 파는 

가게’ 의 MVP모델 실험

2

신촌 글 다방

2019.06 지원: 서대문구청서대문구 도시재생과 골목 상권 살리
기 문화 행사

3 서울시 시민누리공간 활성화 사업 2019.07 주최: 서대문구청

4
예술로 폴

2019.11
주최: 서대문구청
지원: 함께 일하는 
재단이화쉼터 복합문화행사 진행

5
<윤슬케어>와 함께 <암 환우를 위한 
글파는 가게> 기획

2019.12 -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기사]글파는 가게, 문학에 자생력을 심다 2019.05.13 EBS 
https://blog.naver.com/eb
sstory/22153395323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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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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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4,5,2,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글 파는 가게 2019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판매하는 프로
젝트입니다. 

writerscoop.co.kr

2 글소리부스 2016
시민들이 이야기를 적어놓으면 그 이야기를 
낭독해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전달하는 프로
젝트입니다. 

brunch.co.kr/@com
m/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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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5_비에이티(BAT)

단체명 비에이티 대표자명 신동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16

단체 웹사이트
b-at.kr

facebook.com/rdfinbat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신동한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donghan.shin@b-at.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GERTY 산업용 로봇팔 시뮬레이션/제

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2019.06 ~ 
2020.02

- ◯

저작권 등록 절차 완료

2

KU Arch 2020 Robot Arm 

Workshop (공학관 7층,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서울) 
2020.02.10. 
~02.13.

고려대학교

참여자: 10명

3

로봇 공기팽창구조 워크샵(Robotic 

Air-Inflatable Structure Workshop 2020.01.15. 
~01.23.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참여자: 8명

4
UHPC 50mm 파빌리온 2019 ~ 

2020
현대엔지니어링, 
삼표시멘트

◯ ◯
연구프로젝트

5

City Skin & InFormed 

Polycarbonate 2019.03.01. 
~09.28

현대기아자동차 ◯ ◯

제로원

6
메탈 3D 프린팅

2019 - ◯ ◯
조형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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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심 벽면 녹화를 위한 UHPC 소재 

화분형 벽면 녹화 식재 모듈 제작 2018
한국과학창의재
단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머니몬스터 에피소드 47 2019.04.26 아리랑TV

http://www.arirang.com/Tv2/TVCommon_
NoStaff_Archive.asp?PROG_CODE=TVCR0
847&MENU_CODE=102630&view_seq=3
0932&Page=3&sys_lang=Eng

2
Emerging Architect 08 비에이티  

BAT

9 - 1 0 월호

(통권68호)

Wide(와이
드) Ar

https://cafe.naver.com/aqlab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모어레스 건축사사무소 김영수 https://www.morelessarchitects.com/

2 현대엔지니어링 김창학 https://www.hec.co.kr/ko

3 ABB 코리아 리시셍 https://new.abb.com/kr

4 베스트 FA 김유찬 http://www.bestfa.co.kr/

5 테크캡슐 황지은 https://www.facebook.com/TechCapsulePlatform/

6 삼표시멘트 문종구 http://www.sampyocement.co.kr/kor/default.htm

7 현대건설 박동욱 http://www.hdec.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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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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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②,④,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UHPC 50mm 파빌리온 2019~2020
초고강도 콘크리트(UHPC) 재료의 
50mm 두께 파빌리온 건축 연구 프로젝
트

https://www.facebo
ok.com/rdfinbat/

2

GERTY 산업용 로봇팔 시뮬

레이션/제어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2019~2020

We link with robot. GERTY, friendly 
Robot control & simulation 
application for Rhino, Grasshopper
It's simple and easy but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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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6_히든앤코

단체명 히든앤코 대표자명 우준석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4.16

단체 웹사이트
hiddntaste.com

instagram.com/hiddntaste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우준석
작성자 
연락처

070-4006-1415
작성자
이메일

hiddn01@gmail.com, 
hiddn.js@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MAANDA PROJECT

2018.05.01~0
6.08

㈜공감아이, 
옮김

O O필리핀 현지 마을 복원 지원(200만원), 
물품지원(비누, 크레파스, 공책 각 
200SET), 사진 지원

2

서울혁신파크 사회문제해결형 협업지
원사업 2019.10~201

9.12.27
아 름다 운 커
피, 어스맨 

O O

물류시스템 구축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일당 2000원' 필리핀 소작농들과 같이 사는 길, 이곳에서 
찾았다

2018.07.05 오마이뉴스 http://bitly.kr/MI4is0

2
‘H-온드림 오디션’ 8기 21개 팀 출범…“사회문제 해결 
앞장선다”

2019.07.24 이로운넷 http://bitly.kr/6Lb91V7Y

3 사회적경제기업, 세계를 무대로! 2019.11.28 이로운넷 http://bitly.kr/Hgp2Uenv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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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수상제목
수상일

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7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우수상 수상 2018.07 사회적기업진흥원 http://bitly.kr/5CKOmgqX

2 2019 지속가능경영 우수영상 우수상 수상 2019.11 산업통상자원부 http://bitly.kr/qs2KvHX6

3
201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8기 
선정

2019.07
정몽구재단, 현대자동
차

http://bitly.kr/S3v7Adli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공감아이 임종진 http://cafe.naver.com/baramsoreecafe

2 (사)아름다운커피 한수정 beautifulcoffee.com

3 어스맨 최희진
earthman.asia

facebook.com/from.earthman

4 열매나눔재단 이장호 merryyear.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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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2-4-3-1-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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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7_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체명
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강정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5.01

단체 웹사이트 salimhealthcoop.or.kr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 기타 (보건, 의료)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문현주
작성자 
연락처

02-6014-9949, 
070-5121-6657

작성자
이메일

salim@salimcoop.org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 2019년 12월 기준 실적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입주단체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혁신가 및 지역주민 진료

2018.7~현재 서울혁신센터 O O O
총 11,453건 진료

2
건강약자 무료 진료

2018.7~현재
빅이슈, 
한국여성의전
화 등

O O O
총 182건

3
트랜스젠더 인권진료 2018.7~2019.

12
- O O O

총 792건

4
장애인주치의 왕진, 진료 2019.1~201

9.12
- O O

총 99건 진료 

5
장애인 근력 운동 지원 2019.3~201

9.12

건강보험공단, 
서부장애인종
합복지관

O O O
연인원 1,912명 참여

6
노인 근력 운동 지원

2019.3~현재 건강보험공단 O O O
연인원 2,311명 참여

7
재활, 50+ 등 운동 

2019.3~현재 - O O O
연인원 2,267명 참여

8
50+건강교육

2019.7~8 50+서부캠퍼스 O O
2회 교육, 45명 참여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448

9
자세혁신프로젝트

2019.4~5
서울시공공보건
의료재단

O O
총 12회 / 72명 참여 

10
주치의프로그램성과보고회

2019.12
서울시공공보건
의료재단

O O O
52명 참여

11
아이돌봄 의료자문

2019.7~12 한살림
월 1회/총 6회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
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건강혁신 살림의원과 주치의 프로그램 2018.06.04 은평구 지면 

2 건강에 관한 불안과 염려, 월 1회 ‘주치의’ 만나 해결 2018.06.12 이로운넷 blog.naver.com/eroun
net/221298496460

3 우리 동네 주치의, 의사는 ‘질문봇’이어야 한다 2018.07.02 위클리공감
gonggam.korea.kr/ne
wsView.do?newsId=01
I6JeniEDGJM000

4 영국·스페인 주치의 제도, 한국도 ‘첫 삽’을 뜬다 2018.07.07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N
WS_Web/View/at_pg.as
px?CNTN_CD=A000245
1039

5
즐거운 ‘적자’ 예약등록제 주치의 운영 ‘건강혁신 살림
의원’ 개원

2018.07.07 건강미디어
www.mediahealth.co.k
r/news/articleView.ht
ml?idxno=514

6 50+서부캠퍼스의 이웃, 건강혁신 살림의원 2018.7월호 50+뉴스레터 www.50plus.or.kr/detai
l.do?id=1690372

7
환자 한 명당 15~30분 진료…이용자 이야기 충분히 
듣겠다. 

2018.07.12 한겨레신문
www.seouland.com/art
i/society/society_gener
al/3666.html

8
"고혈압, 당뇨가 왔다간 건 아니잖아요" 
사의련 서울지역 2차 모임.건강혁신살림의원 '주치
의제' 발표

201810.12 건강미디어
m.mediahealth.co.kr/
news/articleView.ht
ml?idxno=542

9
사회적 가치를 누가, 어떻게 창출하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동네 주치의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19.01.23. 매거진SK cafe.daum.net/femihea
lth/V7mk/95

10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환경을 위한 공동의 고민 2019.01.28 건강미디어
www.mediahealth.co.k
r/news/articleView.ht
ml?idxno=571

11 주치의 프로그램 소개 2019.06.26 사의련소식지 지면

12 삶을 돌보는 우리동네 주치의 2019.08.23
서울혁신파크
뉴스레터

blog.naver.com/s_inno
park/221624603979

13
"대통령만 있다는 주치의, 우리 동네 주민한텐 다 있어
요"

2019.08.24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News/Read/20190821
1325060008

14 은평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통령상 수상 2019.08.27 아시아경제
www.asiae.co.kr/article
/20190827095942864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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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살림에 '호혜적 돌봄'을 더하다, 여성주의 협동조합이 
만드는 커뮤니티케어는 돌봄 생태계 구축

2019.08.29 건강미디어
http://www.mediahealt
h.co.kr/news/articleVie
w.html?idxno=637

16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소개(제38호) 2019.09.18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매거진 

www.socialenterprise.o
r.kr

17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가 선도한다 2019.10.30 정책 브리핑
www.korea.kr/news/pr
essReleaseView.do?ne
wsId=156358316

18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2019.12.13 KBS 라디오

program.kbs.co.kr/1ra
dio/radio/newsbrunch
/pc/list.html?smenu=c
16974

19 주위에 이런 의사 한 명 있었으면... 2019.12.17 건강미디어
http://www.mediahealt
h.co.kr/news/articleVie
w.html?idxno=645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
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단체상 수상 

(주치의 프로그램)
2019.02

한국의료복지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www.seohaenews.net/
news/article.html?no=
54484#0BQf

2 2019 우수사회적협동조합상 2019.02
신나는조합
예금보험공사

joyfulunion.or.kr/new/
xe/archives/16869

3 서울시 성평등상 우수상 수상 2019.07 서울시 http://cafe.daum.net/f
emihealth/W7jM/45

4 2019 사회적경제 유공포상 대통령상 수상(추혜인 이사) 2019.07 기획재정부 
www.seohaenews.net/
news/article.html?no=
54484#0BQf

5 2019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등급 2019.11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www.korea.kr/news/pr
essReleaseView.do?ne
wsId=156358316&call
_from=naver_news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김창보 www.seoulhealth.kr

2 50+서부캠퍼스 김영대 50plus.or.kr/swc

3 일본미나미의료협동조합 喜多村敬 www.minami.or.jp

4 민의련(오사카, 도쿄)  藤末衛 www.min-iren.g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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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빅이슈코리아 서정화 bigissue.kr

6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강대곤 www.facebook.com/healthallne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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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③ ⑤ ④ 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2019-현재
청년, 지역주민 정신건강의학과 진
료 (주 2회,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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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8_세라워크

단체명
세라워크 대표자명 권숙자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5.01

단체 웹사이트 cerawork.co.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장재혁
작성자 
연락처

02-3141-0021
작성자
이메일

cerawork@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인천시 계양 세라워크 개설 2018.03.14.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2
서울 북촌 세라워크 개설 2018.03.18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3
충남 세종 세라워크 개설 2018.03.19.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4
환경작가 연합전시

2018.02~03
GREEN 
DESIGN

○ ○ ○
파크 예술동 대시민 전시

5
파크 연수동 벽면작품 설치 2018.04~현

재
서울혁신파크 ○ ○ ○

파크 내 예술자원 과시

6
세계 혁신가 방문 체험행사

2018.10.29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 ○ ○

박원순 시장 방문체험

7
KCDF 세라워크 특별전 2018.10.03.

~10.09.
한국공예문화

진흥원
○ ○

도자공예 새로운 제안

8
전시회 “Gravity painting" 2018.11~12

.
서울혁신파크 ○ ○

예술동 기획전시

9
상상청 내 기획전시 설치 2018.12~현

재
서울혁신파크 ○ ○ ○

상상청 내부 전시로 대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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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시 서창 세라워크 개설 2018.08.18.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11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미술체험

2018.10~11 적정기술공방 ○ ○ ○
장애인의 예술표현 도움

12
에술동 gallery 개설전시 2018.10~현

재
○ ○ ○

예술동 대시민 서비스

13
경기도 김포 세라워크 개설 2018.12.07.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14

경기도 동탄 세라워크 개설
2018.12.08.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15

충남 내포 세라워크 개설
2019.03.27.
~현재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16
부천 송내 세라워크 개설 2019.05.23.

~현재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17
타일벽화 특별전 2019.06~현

재
○ ○

대시민 특별전

18
이니스프리 매장 장식타일개발 2019.07~현

재
아모레퍼시픽 ○ ○

산업체 혁신 장식타일 제안  

19
어울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진행

2019.07.11 은평구청 ○ ○ ○
대시민 지원봉사

20
김포시청 청년강좌

2019.07~09 김포시청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강화

21
경기 영종 세라워크 개설

2019.08.30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22
서울 송파 세라워크 개설

2019.08.23. ○ ○
도자기공방 개설로 일자리 창출

23
대시민 TF “모꼬지” 행사지원

2019.10.30.  서울혁신파크 ○ ○ ○
파크 내 업체 협력강화

24

서울혁신파크 성과공유회 “이노베이
션로드” 참가 2019.12.10 서울혁신파크 ○ ○ ○
파크 내 업체 역량강화

25
대시민 FT역량강화 강좌개최

2019.12.12. 서울혁신파크 ○ ○ ○
파크 내 업체 역량강화

26
서울혁신파크입주단체협의회 선거위
원장 역임

2019.12.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협의

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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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 내 협의회 지원

27
파크 내 화장실 게시판 제작

2019.12. 서울혁신파크 ○ ○ ○
파크 내 화장실 미화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한국 핸드페인팅 도자기의 아이
콘 “세라워크”
- 월간도예 특집기사 2018년 12월호

2018.12.01. 
(주)월간세라믹
스

www.crazine.co.kr

2
(기획취재) 핸드페인팅으로 도예작가 되기
road travel&culture monthly magazine

2019.04.01. the road www.road25.com

3
(취재) 관종투어 ep.5 방영 
(알베르토, 장성규 진행)

2019.07.18.

JTBC 디지털 스
튜디오 룰루랄라 
(studio lululala) 

https://www.youtube.com/wat
ch?v=rJqTl7Yl8cw

facebook.com/studiolululala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세광세라믹 김학광 -

2 산청도예 최판길 www.scdoye.co.kr

3 아토 신이철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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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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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3,2,4,1,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예술동 기획전시  홍보 2019 예술동 기획전시 홍보 필요 cerawork.co.kr

2
예술이 취미에서 취업 /창업이 
이루어 지는 교육사업

2000~
세라워크는 단순취미가 아닌 취업
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www.road25.com

3
세라믹 기술의 다각적인 접목
으로 새로운 문화 창달

2000~
기술개발의 부수적 효과로 새로운 
문화개발

월간도예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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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9_페어스페이스

단체명 페어스페이스 대표자명 구민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6.01

단체 웹사이트 market-factory.com 제출일자 2020.03.0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구민근
작성자 
연락처

070-4827-2050
작성자
이메일

fairspace9@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2019 사회적경제 홍보캠페인 및 사회적기업 
주간행사 운영용역

2019.06.26.
~10.31.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사회적경제 홍보캠페인,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창업성과 공유회, 유공자포상 및 타운홀미팅 
기획, 운영

2

2019 서울 사회적경제마켓 운영용역
2019.08.12.

~12.3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전시. 판매 

사회적 경제 홍보

3

2018 석항 크리스마스 축제

2018.12.22.
~12.24.

(주)오요리아시
아 ○ ○영월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영월의 관광 상품

화를 위한 
시범 운영 기획 모색

4

펫그라운드@서울혁신파크
2018.10.21.

~10.28.
서울혁신센터 ○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공유를 통해 서울혁신파

크를 지역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전환

5
2018 서울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2018.06.04.

~09.07.

서울특별시 
일자리노동정

책관
○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제품판매

6 2018 소셜벤처 주간행사 운영 용역
2018.04.27.

~06.22.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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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발대식(시상식) 및 부
대행사 등 주간행사

7

2018 여성공예마켓 ‘수공길’ 운영
2018.05.17.

~11.30.
서울여성공예
센터 더아리움

○
우수 여성공예가들의 발굴과 여성창업가 성장 
연계 지원 플랫폼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마켓부터 책페스티벌까지'...10월 가치 있게 놀자! 2019.10.2 이로운넷 http://me2.do/FboIkjDc

2
‘H-온드림 오디션’ 8기 21개팀 출범…“사회문제 해결 
앞장선다”

2019.7.24 이로운넷 http://me2.do/5fSqvMjq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H 온드림 창업오디션 선정 2019.06.28. 현대차그룹
http://www.seouland.com/arti/socie

ty/society_general/2717.html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특별시 박원순 www.seoul.go.kr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www.socialenterprise.or.kr

3 종로구청 김영종 www.jongno.go.kr

4 렌탈코디(주) 정진일 www.codicanopy.com

5 ㈜오요리아시아 이지혜  www.oyori.asia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459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

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 ②, ⑤,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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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혁신형 공유창고 운영 프로

젝트

2018.04.01. 
~ 현재

청년·여성창업가, 서울혁신파크 
입주 단체 등, 초기창업자의 홍보·
판로지원을 위한 모바일샵 대여
서비스

http://www.market-factory.
com/bbs/market_03.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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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_엔피오교육센터

단체명 NPO교육센터 대표자명 김종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09.01

단체 웹사이트 npoedu.modoo.at 제출일자 2020.03.04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오윤영
작성자 
연락처

 070-4243-1778
작성자
이메일

npoedu@daum.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후원개발 아카데미
2018.04.01

~11.30 
협력 : 휴먼트리 O - -비영리단체 모금이론 교육 진행, 30명 

참여

2

비영리단체 성장을 위한 후원개발 컨
설팅

2018.05.01
~12.31 

협력 : 휴먼트리 O O -단체 맞춤형 모금 프로그램 개발 및 
개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진행, 5단체 
참여

3

NPO 재정자립을 위한 ‘굿펀드 프로
젝트‘

2019.03.01
~11.30 

협력 : 휴먼트리, 
후원 : 서울시

O O O
모금이론 길라잡이 교육, 모금실행컨
설팅 진행, 각각 31단체, 15단체 참여

4

온라인 모금컨설팅 2019.04.01
~ 

2020.12.31
협력 : 휴먼트리 O O -온라인 모금 모금컨설팅을 무료로 

진행. 20단체 참여.

5

지역아동센터 후원모금 컨설팅
2019.04.01

~11.30 
협력 : 휴먼트리 O - -

모금교육 및 컨설팅 진행, 5단체 참여

6

탈북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9.12.05.
~

2020.02.06

주최, 주관 : 휴먼
트리

O O -
모금 이론교육 및 모금 실행을 위한 

컨설팅 진행. 총 18명 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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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7일경제연구소 박정환 mentorbank.blog.me

2 모금가클럽 이용수 cafe.naver.com/fundclub

3 비영리IT지원센터 김성기 http://www.npoit.kr/

4
아동권리보장원
(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윤혜미 https://www.icareinfo.go.kr/

5 휴먼트리 이선희 www.humantree.kr

6 희망제작소 김제선 https://www.makehope.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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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⑤ ② ④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탈북민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2019

탈북민의 자립-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관련기과의 재원마련 역량강
화를 위해 모금 이론교육 및 모금 실행을 
위한 컨설팅 진행

https://npoedu.m
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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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_듣는연구소

단체명 듣는연구소 대표자명 우성희, 송하진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findinglab.kr

facebook.com/FindingLAB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우성희
작성자 
연락처

010-3939-3051
작성자
이메일

annyung83@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협력모델 구축방안: 

코워킹스페이스를 중심으로
2017.10~

12
서울혁신센터 O O

연구보고서 발간

2

모금액션스쿨

2018.03~

07

모금가클럽, 평

화사회복지관, 

전북사회복지사

협회.

실행 중심의 모금프로그램 런칭, 전주지역 

사회복지사 20여명 대상 교육

3

2018 은평청소년참여조직 욕구조사
2018.03~

06

은평구청소년문

화의집 신나는애

프터센터.
연구보고서 발간, 은평구청소년참여자치캠
프 프로그램에 적용

4

서대문 부서별 협치워크숍 ‘두근두근 협치스

토리’ 2018.06 서대문구청 O

서대문구 공무원 대상 교육

5

행안부 사회혁신 공모사업 기획 '수원시 평

생학습관 모두의 숲 기획' 2018.05
수원시평생학습

관
기획서 제작 (공모 탈락)

6
행안부 사회혁신 공모사업 ‘공동체를 활용한 

사회적약자 지원 사업’ 실행, 연구

2018.06~

12

브릿지협동조

합, 헬스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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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 건강방’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 연구

보고서 작성 (현재 운영 중)
행정안전부

7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른 마

을활동가 역량분석 연구
2018.06~

12

서울시마을공동

체종합지원센터
O O O

보고서 제작, 마을활동가 교육 기획에 적용

8

‘2018 언유주얼 서스펙트 페스티벌‘ 기록 

콜라보레이터
2018.09~

12

씨닷, SIX, 서울

혁신센터
O O O

행사 기록 9편 작성

9

민주주의 서울 공론의제 선정단 자료조사 

및 보고서 작성
2019.04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빠

띠쿱
보고서 2건 작성, 민주주의서울 회의 자료로 
사용

10

서울의 청년 커뮤니티 작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9.05~

09
서울시 청년허브 O O O

보고서 제작, 청년허브와 무중력지대 청년커
뮤니티 지원사업에 적용

11
NPO페어

2019.09
서울시NPO지

원센터연구소 홍보, 협력기관 확보

12

지역교류형 청년일자리 사업 모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현황 연구 2019.07.2

6.~12.07

서울시마을공동

체종합지원센터
O O O

보고서 제작, 마을센터의 지역일자리사업 기
획에 적용

13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사업 운영자 직무 

및 역량 도출 연구

2019.07.2

5.~2020.0

1.20

서울특별시청년

활동지원센터
O O O

보고서 제작,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에 적용

2. 사1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시골로 간 청년들의 레알 목소리 2019.02.28 헬로파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
w.nhn?volumeNo=18028895&memberN

o=38593788&vType=VERTICAL

2 청년 지역정착, 함께 논의해요 2019.12.02
대한민국 정책브
리핑,뉴시스 등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
iew.do?newsId=156363974&call_from=n
aver_news

3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마을만들
기와 균형발전 토론회’

2019.09.26 충청뉴스 등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
ew.html?idxno=158351

4 [현장]"열띤 응원 속, 협업 모색합니다" 2019.11.08 이로운넷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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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파트너 페어 tml?idxno=8512

5
서울시 청년공간과 커뮤니티 지원이 궁
금하면 여기로! 청년공간 커뮤니티 포럼

2019.12.03 충청리뷰 등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
ew.html?idxno=222089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시 청년허브 안연정 https://youthhub.kr/

2 씨닷 한선경 http://www.cdot.asia/

3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민주 http://www.seoulmaeul.org/

4 빠띠쿱 권오현 https://parti.coop/

5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https://sygc.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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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② ④ ③ ⑤ ①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
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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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_맘스아지트

단체명 맘스아지트 대표자명 박미화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momsagit.modoo.at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박미화
작성자 
연락처

02-6403-8505
작성자
이메일

pina@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누구나 공예학교 
2019.08.31.~
2019.10.20

서대문구청 문화체육
과

O

2 서대문구 골목길 벼룩시장
2019.07.01.~
11.15

서대문구 사회적 경제
센터 

O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마을 일상상’ 2019.11.20 서대문구청

https://www.sdm.go
.kr/social/archive/ph
oto.do?sdmBoardSe
q=233996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
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적정기술공방 정의웅 http://atworksh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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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는엄마협동조합 오현숙 https://cafe.naver.com/norimom

3 은평도서관마을
이수진
*김어지나(사무국장)

http://www.gsvlib.or.kr/

4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강선규 https://www.sdm.go.kr/social/index.do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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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④,⑤,③,①,②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대시민TF팀과 함께한 모꼬
지

2019
대시민 TF팀과 함께한 대시
민 프로그램

https://www.facebook.com/seoulin
novationpark/videos/89266080760
3042/

2 대시민 TF팀 회의 2019 대시민 TF팀 기획회의 참여 -

3 만원의 행복 가죽공예 2020

공예프로그램의 진입 문턱
을 낮춤 (2020.01 시범 강의 
진행, 이후 수업 정원은 모
두 정원 마감되었으나 코로
나19로 인해 취소됨)

https://www.ep.go.kr/CmsWeb/vie
wPage.req?idx=PG0000003091&b
oardDataId=209002&CP00000000
02_BO0000000059_Action=boardV
iew&CP0000000002_BO000000005
9_ViewName=board/Boar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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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3_모두의라이브방송 협동조합

단체명 모두의라이브방송 협동조합 대표자명 홍승표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ep.maeul.tv

페이스북 : 마을방송tv_은평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홍승표
작성자 
연락처

070-7450-1248
작성자
이메일

maeultv_ep@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은평혁신교육축제

2018.11.16

은평구청, 구립은평마을
방과후지원센터,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서울혁
신센터, 서울혁신파크

O O
라이브중계

2

은평구청 원탁토론회

2018.11.19
은평구청 홍보과, 
은평구참여예산위원회

O O
라이브중계

3

서울혁신파크입주단체협의회 선
거 후보자 토론회 2018.11.23

서울혁신파크입주단체
협의회 

O O
라이브중계

4
서울혁신파크 <해피핏인데이>

2019 (총 3회)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
센터, 서울혁신파크입주
단체협의회

O O
라이브중계

5

서울혁신파크 <공원에서 만난 혁
신가> 2019 (총 7회)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
센터, 서울혁신파크입주
단체협의회 

O O O
아카이빙 및 라이브중계

6
2019 청소년물놀이페스티벌 <수
프라이트> 2019.08.10

은평구청,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 서울음악
창작지원센터, 청소년참
여위원회

O O

라이브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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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은평상상콘퍼런스

2019.08.28
은평시민협력플랫폼, 서
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
터 

O O
라이브중계

8

서울혁신파크 은평구 협력사업 - 
특별강연 <'앎,꿈,함'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혁신파크> 2019.09.24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
센터, 은평구청

O O

라이브중계

9

은평구청 주민1인방송 보이는라디
오 등 라이브방송교육프로그램 2 0 1 9 . 0 3 , 

2019.11
서울혁신센터, 은평구청 O O O

교육프로그램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은평구, 40대 BJ들 직접 방송 만들어 2017.07.06.
 

CJ헬로티비 뉴스

http://ch.lghellovision.net/news/newsVie
w.do?jenreCode=000&idx=193439&soC
ode=SCB1000000&areaCode=&orderTy
pe=&pageNum=3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
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은평구청 김미경
@EBNOfficial
ep.go.kr

2 서울혁신파크입주단체협의회 김정호 https://pf.kakao.com/_vxfxjBC

3 서울시참여예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https://yesan.seoul.go.kr/comm/comm0400.do

4 은평구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장) http://ep.eyesan.kr/?act=info.page&pcode=sub2_1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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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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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 ① ④ ② 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은평구청 주민1인방송제작 2019 라이브방송교육프로그램 -

2 보이는라디오 2019 라이브방송교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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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4_미래전통

단체명 미래전통 대표자명 김상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 제출일자 2020.03.03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상영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30302kim@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화곡중앙골목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육성사업( 권역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볏골살롱, 점포디스플레이 워크숍, 
상인역량강화교육, 볏골한마당 가을축제, 
열린사랑방 축제, 새해맞이축제) 등

2019.
06.19
~
2020.
02.29 

중보벤처기
업부/소상공
인시장진흥
공단/서울특
별시/강서구
청 

권역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볏골살롱, 
볏골한마당 
가을축제, 
열린사랑방 
축제, 
새해맞이축
제

- 권역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비상소화장비 
및 소화기 사용, CPR교육 1회 실시, 대피운련 
및 비상연락망 가동훈련 1회 실시
- 볏골살롱: 금요포차 9회 운영, 일평균 120명
*9일=1,080명 방문
- 점포디스플레이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12
회, 매대정비 4점포
- 상인역량강화 교육: 집합 5회, 현장교육 10회, 
38명 참석
- 볏골한마당 가을축제: 상인들의 기증상품 
천원경매를 통한 수익금(432,000원) 전액 불
우이웃돕기 기부
- 열린사랑방 축제: 지역자원봉사자 50명과 
함께 김장 담그기하여 지역의 틈새가구 100가
구에 김장 나눔
- 새해맞이 축제: 동네 장독대, 지역 주민 20가
구와 된장 담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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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
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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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④②③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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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5_산림일자리발전소 서울그루매니저

단체명
산림일자리발전소 
서울그루매니저

대표자명 이나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https://blog.naver.com/forest_job_platform 

https://www.youtube.com/watch?v=d-zaxrwstrE
제출일자 2020.03.3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나라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nara9213@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신규 그루경영체 ‘수풀래’ 발굴 및 추가선발
19.01.31
~05.2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사단법인 생태
산촌)

ㅇ
귀산촌 및 임산물재배가공 커뮤니티 ‘산촌
청년’ 1기 졸업생모임 발굴

2

사회적경제 공동구매 박람회 견학 
지원사업

19.02.27
~2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서울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ㅇ ㅇ그루경영체 B2G 거래처 탐색, 공공기관대
상 기업홍보
- 그루경영체 ‘우드톡 /여-기’ 참여

3

신규 그루경영체 ‘여우의숲’ 발굴 및 추가선
발 19.04.05

~3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생태보전시민
모임)

ㅇ ㅇ
은평구 생태공동육아 졸업생부모 커뮤니티 
발굴

4

신규 그루경영체 ‘숲노리누리’ 발굴 및 추가
선발 19.04.12

~05.1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노원구청)

ㅇ

노원구 산림교육전문가 커뮤니티 발굴

5

생태콘텐츠 선진지견학 지원사업(강릉)

19.04.21
~23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강릉 생명의 숲)

목공/생태분야 선진사례지 조사를 통한 사
업계획 검토
- 그루경영체 ‘여-기’ 참여

6
신규 그루경영체 ‘어반정글’ 발굴 및 추가선
발

19.04.27
~05.1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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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분야 청년창업공동체 발굴 소(숲과나눔재단)

7

SHECONOMY분야 BM수립 워크숍
19.06.16
~23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주)일구팔삼)

내부자원분석 및 사업모델 구체화작업
- 그루경영체 ‘여-기’ 참여

8

협동조합설립준비 워크숍

19.07.06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서울시협동조
합지원센터)

ㅇ ㅇ ㅇ정관작성 및 설립신고서류 검토
- 그루경영체 ‘수풀래’ , ‘숲노리누리’ 참여

9

임산물가공사례 선진지견학 지원사업

19.07.19
~20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국립약용식물
원) (충주내포긴들 
체험마을)

ㅇ가공사례조사를 통한 사업아이템 보완 및 
사업성검토
- 그루경영체 ‘수풀래’ 참여

10

그루경영체 ‘어반정글’ 법인설립 지원

19.08.1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ㅇ산림분야 창업경영체의 법인설립과정 자문 
및 법무대행수수료 지원

11

숲놀이치료콘텐츠 선진지 견학

19.07.21
~22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고창 책마을해
리, 전주 산소리숲
속학교)

ㅇ숲을 테마로 한 교육서비스분야 창업팀 선
진지견학
- 그루경영체 ‘여우의숲’, ‘숲노리누리’ 참여

12

비즈니스모델수립 워크숍

19.08.12
~16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주)일구팔삼)

린캠퍼스 작성을 통한 사업계획수립 및 검
토
- 그루경영체 ‘여우의숲’, ‘숲노리누리’ 참여

13

협동조합설립 서류작성 워크숍

19.08.04
~1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서울시협동조
합지원센터)

ㅇ ㅇ정관작성 및 설립신고서류 준비자문 지원
- 그루경영체 ‘여-기’ 참여

14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19.09.2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사단법인 한국
마이크로크레디
트신나는조합)

ㅇ그루경영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멘토링지원
- 그루경영체 ‘숲노리누리’ , ‘어반정글’ 참여

15

서울그루경영체 로고제작 지원사업

19.10.01
~11.0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동네발전소 협
동조합, 디자인스
튜디오 뷔)

ㅇ ㅇ그루경영체 마케팅지원
- ‘수풀래, 숲노리누리, 어반정글, 여우의숲, 
여-기’ 제작 

16
그루경영체 ‘여우의숲’ 법인설립 지원

19.10.18
-3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ㅇ
산림분야 창업경영체의 법인설립과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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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무대행수수료 지원

17
목공기술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

19.10.20
~11.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하자센터)

목공그루경영체 ‘여-기’의 기술역량강화교
육 지원.

18

노르딕워킹 교육 지원사업

19.10.25
~2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사)노르딕워
킹 인터내셔널 코
리아)

트레킹 서비스 품질강화를 위한 콘텐츠 보
완교육훈련  지원

19
‘여우의숲’ 숲키즈카페 서비스개발 자문

19.10.25
~11.1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ㅇ운영매뉴얼&자연간식 메뉴개발 전문가 자
문제공

20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19.11.08
~1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그루경영체 ‘수풀래’의 B급 임산물을 활용
한 디저트제품 개발 공간 및 재료비 지원

21

서울그루경영체 역량강화
합동워크숍

19.11.11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세무교육, 마케팅 교육, 서울 그루경영체 
네트워킹 데이

22
홈페이지 리뉴얼 지원사업

19.11.08
~26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그루경영체 ‘어반정글’ 기존홈페이지 보수 
및 리뉴얼

23

2019 청정임산물대전 참가

19.11.02
~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디자인스튜디
오 뷔)

ㅇ ㅇ박람회 참여 및  홍보물 제작지원(마케팅 
지원) 
- 4개 그루경영체 참가

24

목공교육용 교재개발 전문가 자문지원

19.11.15
~26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팔공팔일)

ㅇ ㅇ여성대상 목공교육 매뉴얼 교재제작을 위
한 이미지 자료 수집 및 기술자문 지원
- 그루경영체 ‘여-기’ 참여

25
2019 그루경영체 전국대회

19.11.27
~28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전국 35개 지역의 158개 그루경영체 네트
워킹 및 성과공유회

26
제안서 작성교육 및 코칭

20.01.28
~03.04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
소

ㅇ ㅇ1년차 스타트업의 정부입찰사업 제안을 위
한 기획서 작성교육 2회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취업견문록 잡아라] 141회 입업강국을 꿈꾸
다! 한국임업진흥원

2018.12.01
국방TV 취업견
문록 JOB아라

https://youtu.be/DN90JzymOPU
https://blog.naver.com/forest_job_
platform/22142352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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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성과공유 전국
대회 열려

2018.12.06 울산저널
http://www.usjournal.kr/news/articl
eView.html?idxno=103630

3
[농&담] ‘산림일자리’를 찾으세요?… ‘그루매
니저’를 찾으세요!

2019.10.18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plan/PL
N/SRS/316156/view

4
임산물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유현수 셰프와 함께한 청정임산물대전

2019.11.29
네이버포스트
‘더 농부’

https://m.post.naver.com/viewer/p
ostView.nhn?volumeNo=26958711
&memberNo=35869883

5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만드는 ‘산림일자리발전소’ 2019.12.02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
e/all/20191202/98615451/1

6
산림분야 창업 돕는 그루매니저…올해 133개 
업체 발굴

2019.12.16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
/article/201912129281i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숲노리누리 협동조합 이영미
https://m.cafe.naver.com/kyungchunnuri

https://cafe.naver.com/fnorinuricoop

2 (주)어반정글 조수희 urban-jungle.kr

3 수풀래 윤인식
https://instagram.com/soople_coop1?igshid=1i32mu9d

8wctx

4 여기공 협동조합 이현숙

https://www.her-e.com/

https://www.facebook.com/here.platform/ 

https://instagram.com/platform_here?igshid=149pwq6r

4ov1k 

5 숲과나눔재단 장재연 https://koreashe.org/ 

6 (주)여우의숲 신승미 -

7 생태보전시민모임 - www.ecoclub.or.kr

8 비전화공방서울(서울혁신센터 산하) 이민영 noplug.kr

9 크리킨디센터 김희옥 krkd.eco

10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15445077.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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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altenergylab.co.kr

12 이풀약초협동조합 노봉래 www.ipool.kr

13 플랫폼510 신일진 facebook.com/platform510

14 (주)시소 김명은 www.playseesaw.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483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4-3-2-1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진로상상 숨통트이는미래
- 그루매니저 직업체험

2019.12

환경, 재난, 기후위기 시대의 청
소년들에게  대안적 분야의 일자
리를 소개하고 해당분야에 대한 
직업체험교육을 제공

https://www.youtube.com/wat
ch?v=fCli13xQXGU

https://www.youtube.com/wat
ch?v=rGI3I29KOhg

2
불광대학교 – 리틀포레스
트를 꿈꿔볼 과 과정운영

2018.07~09

#숲동아리#동네가드닝#숲요
리#게임#숲활용법#산림창업#
숲취미
숲을 매개로 한 망상을 어디까지 
실현해볼 수 있는지 연구하고 실
험해보는 숲 동아리

https://www.facebook.com/Bu
lgwangUNIV/photos/a.962395
727258184/101229365893505
7/?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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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6_슬로푸드문화원

단체명 슬로푸드문화원 대표자명 김원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8.11.01

단체 웹사이트
http://post.naver.com/slowfood_kor, 

facebook.com/SlowFoodCultureCenter, 
tomorrows-table.com

제출일자 2020.03.10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유다샘
작성자 
연락처

070-5129-2574
작성자
이메일

slowfoodcenter@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
의 

자체평
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교육사업) 제2기 전환아카데미 2017.09.

02.~10.
21.

후원 : aT농식품
유통공사

O  O농업 먹거리 청년배움터 : 13강 교육 운영, 22명 
수료

2

(교육·용역사업) 단고을식생활강사 
양성과정위탁 2017.09.

05.~11.
30.

단양군청 O
농촌여성 미각교육 전문가 양성
12차 프로그램 운영, 28명 수료

3

(용역사업) 삼시세끼 커플 쿠킹클래스 운영 
용역 2017.09.

01.~12.
31.

서울특별시 식
품정책과

O젊은 커플들이 다양한 음식 활동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성과 좋은 음식에 대한 향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 9개 프로그램 운영, 177명 참여, 

4

(용역사업) 2017식문화혁신주간 기획 및 
운영

2017.10.
01.~12.
31

서울시 식생활
종합지원센터 O O O

지속가능한 식생태, 식문화 관련 혁신사례 발굴 
및 식단으로 바꾸는 세상 공모전 진행

5

(용역사업) 맛동(서울푸드랩) 식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017.04.
21.~201
8.12.27

서울시 식생활
종합지원센터

O O O- ‘가나다(가치를 나누는 다양한)밥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50회 진행, 10,000명 참여
- 식(食)체험 프로그램 ‘맛동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 
: 38회 진행, 55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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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0차 간장포럼

2017.11.
06.

- O
간장의 다양한 가치 확산 및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촉진

7
2017 가양주주인회 선발대회

2017.12.
20.

(사 )도농문화
콘텐츠연구회

O전국 가양주(우리술) 경연대회 : 참가팀 
100팀, 수상10명

8

대지의 밥상

2018.05.
29.~12.
31.

대산농촌재단 O O
대산농촌문화상 역대 수상자들의 농사철학과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상자들의 생산품으로 만든 식사를 
하며 식사의 가치를 느낌과 동시에 수상자들의 비전
을 널리 알림 : 4회 프로그램 진행, 240명 참여

9

(용역사업) 도농교류 협력사업 ‘내일의 식탁’

2018.05.
~11.

한국농어촌공
사

O농가에서 차리는 팜투테이블 : 프로그램 수 5회(강원 
횡성, 충남 아산, 경기 고양, 경기 가평, 강원 평창) 
진행, 200명 참여

10

(여행사업) 지역미식여행 ‘미지로’

 
2018.06.
~11.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O

지역 고유의 식음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두레 지역의 원형을 드러낼 수 있는 잇트립
(eat-trip) 형태 주민여행상품 개발 : 6곳(안동, 홍천, 
곡성, 여수, 남해, 가평) 여행상품 개발,  87명 팸투어 
참여

11

(용역사업) 식경험, 식문화 프로그램 
‘서로맛남’ 개발 운영(6~11월)

2018.06.
12~201
8.11.30

지역재단 O O
‘서로맛남’(서울과 로컬의 맛있는 만남), 
지역의 제철식재료를 이용한 실습형 
프로그램, 맛 테이스팅, 워크숍 형태의 
프로그램 40회 진행, 참가자 508명, 
지역생산자 28명, 요리사커뮤니티 조직 21명

12

(교육사업) 음식학포럼

2018.08.
~12.

음식학아카데
미

한국인의 음식적 감수성과 정서에 대한 바탕 위에 
우리의 음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쌀과 밥, 김치, 
고기, 라면을 주제로 선정하여 인문, 사회, 자연과학
적 연구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눔 : 프로그램 수 5회 진행, 86명 참여 

13

(용역사업) 울진해방풍 맛의방주 등재기념 
미디어데이 홍보 용역

2018.10.
11

울진군농업기
술센터

O울진에서 자생하는 해방풍 맛의방주 등재 기념으로 
해방풍의 맛을 언론 및 식음 관계자에게 소개 : 언론, 
유통업, 식문화 리더 90명 참석

14
(교육사업) 전환아카데미 3기 2018.10.

13~ 
11.24

aT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O O농업 먹거리 청년배움터 : 13강 교육 진행, 18명 
수료 

15

(용역사업) 2018 식문화혁신주간 운영
2018.11.

09.~11.

18.

- O O O
식생활・식문화 가치를 위한 심포지엄, 
컨퍼런스, 토론회, 식문화 혁신가대회(어워즈) 
등 관련 행사 : 26개 프로그램 진행, 16개 
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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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8 가양주주인회 선발대회 2018.11.

17. 

(사 )도농문화
콘텐츠연구회

O전국 가양주(우리술) 경연대회 : 참가팀 
100팀, 수상10명

17

(위탁사업) 서울시지역상생교류사업단 수탁운
영

2019.01.
01.~202
0.12.31.

서울시 O
서울과 지역의 매력 순환을 통한 상생발전을 촉진하
고, 서울시 지역상생 교류사업의 체계적 지원

18

(교육사업) 음식학포럼 

2019.01.
~09.

-
음식을 둘러싼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연구자, 시민들의 소
통과 연대 추진  : 15회 음식학포럼 진행, 300여명 
참석 

19
(여행사업) 지역미식여행 ‘미지로’

2019.02.
~11.

문화체육관광
부 관광두레

O지역관광 자원 발굴 및 컨설팅을 통한 지역관광 
상품개발 : 나주, 남해, 담양, 통영, 135명 참석

20
(공모사업) 참간장어워즈 개최

2019.05.
~12.

aT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O국내산(지역산) 콩을 사용하는 우수 한식간장 
시상 : 참간장 어워즈 대상품 8개의 제품 선정 

21

대지의 밥상

2019.05.
~10.

대산농촌재단 O O대산농촌문화상 수상자를 알리며, 건강한 먹거리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도시 소비자 대상으로 
농의 가치 전달 : 4회, 277명 참석

22

(공모사업) 2019 서울 먹거리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2019.05.
~12.

서울시 식품정
책과 O O

서울시 풀뿌리 식문화 촉진사업 : 지구를살리는밥상
공동체 4개소 단체 선정, 지구를살리는밥상공동
체 콘서트 개최 102명 참석, 서울잘먹지 지도 
제작 및 배포, 풀뿌리 식문화촉진 공유의 장 개최, 

식문화교육관 운영 200여명 참석

23

(용역사업) 제15차 간장포럼 “우리 장의 오래된 
미래, 정조지” 

2019.05.

29.~201

9.11.10.

한식진흥원 O O
임원경제지 정조지를 통한 고문헌 속 메주와 장 
음식, 장독굿의 재현. 103명 참여

24
(용역사업) 전통주갤러리 운영 용역 2019.08.

01.~202
0.07.31.

aT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O
전통주 전시 판매 체험 홍보 공간 운영

25

가을걷이 축제 농부마켓

2019.11.
01.~03.

전국친환경농
업인연합회, 
농림축산식품
부, 서울시, 
aT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서울혁신파크

O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을 농부장터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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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여성들이 소비자 미각교육 나선다 2017.10.17 농촌여성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
View.html?idxno=42150

2 B급 과일' 팔았더니 식문화 혁신가 된 사람 2017.12.12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
s/articleView.html?idxno=4963

3 '내일의 식탁', 도농 생산·소비자 한 자리에 2018.06.10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
newsitem.asp?pk_no=1321033

4 청년농업인 가장 큰 고민은 ‘주거’ 2018.07.06 농수축산신문
http://www.aflnews.co.kr/news/art
icleView.html?idxno=146154

5 ‘농촌과 도시, 친구가 되다' 2018.07.23
그린포스트코리
아

http://www.greenpostkorea.co.kr/
news/articleView.html?idxno=931
65

6
“땅도 쉬어야 건강…그런 땅에서 자라야 상추도 
건강”

2018.08.01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
php?ud=20180801000128

7
한국 슬로푸드(Slow Food) '해방풍', 세계 
11번째 '맛의 방주' 100호 등재

2018.10.15 한국농어촌방송
http://www.newskr.kr/news/article
View.html?idxno=14781

8
해풍 맞고 자란 ‘갯방풍’…입안 가득 퍼지는 
향에 빠지다

2018.10.15. 리얼푸드
http://www.realfoods.co.kr/view.p
hp?ud=20181015000544

9
해풍 맞고 자란 ‘갯방풍’입안 가득 ‘향’에 빠지다

2018.10.24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
php?ud=20181024000315

10
서울시, 전국 지역과의 상생교류 
플랫폼‘상생상회’개관

2018.11.01
내외뉴스통신(방
송)

http://www.nbnnews.co.kr/news/a
rticleView.html?idxno=194114

11
올해의 마지막 "내일의 식탁"은 평창군 방림 
삼굿구이

2018.11.02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
articleView.html?idxno=1016422

12
내일의 식탁, 평창서 2~3일 '음식인의 책임' 
주제 포럼...농가에서 식사가치 공유

2018.11.02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
w.php?key=20181102010000577

13
[눈길 끈 체험형 관광마을 행사 2選]전통의 
`삼굿 구이' 맛보며 식문화 탐구

2018.11.03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
p?s=501&aid=218110200066

14
11월 9~18일 '서울 식문화혁신주간'…행사 
풍성

2018.11.09 TBS뉴스
http://www.tbs.seoul.kr/news/bun
ya.do?method=daum_html2&typ_
800=R&seq_800=10310158

15
소멸위기라 해도... 이 농민들의 얼굴이 밝은 
이유

19.03.0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
Web/View/at_pg.aspx?CNTN_CD=
A0002516623&CMPT_CD=P0010
&utm_source=naver&utm_mediu
m=newsearch&utm_campaign=n
aver_news

16
권수정 서울시 의원, ‘학교 급식 식재료에서 
발효 장류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9.03.18 한국영농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
s/articleView.html?idxno=23026

17
학생들에게 전통장류의 참맛 보여주자 2019.03.17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
cleView.html?idxno=37029

18 지역 식자재 ‘서울 입맛’ 사로잡다 2019.03.28 한겨레
http://www.seouland.com/arti/soc
iety/society_general/4830.html

19 “제주 미래 농·어업 슬로푸드·슬로피시 필요” 2019.05.27 제주의 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
eView.html?idxno=303223

20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사람 살리는 농사를 
짓습니다”

2019.07.02 한국농어민신문
http://www.agrinet.co.kr/news/arti
cleView.html?idxno=170217

21
"위기를 기회로!" 세계 작은마을 살린 
6차산업의 가능성

2019.10.13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
eView.html?idxno=307725

22 충남 전통주 맛보러 오세요 2019.10.1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
y/economy_general/913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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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국친농연, 서울혁신파크서 '농부의 식탁 
가을걷이 축제' 개최

2019.10.3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
191031092200848

24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을 농부들과의 
풍성한 만남 ‘농부의 식탁 가을걷이 축제’ 개최

2019.11.01 쿡앤셰프
http://www.cooknchefnews.com/n
ews/newsview.php?ncode=10655
68114496321

25 올해의 참간장 ‘보성이금숙전통간장’ 2019.11.08 대한급식신문
http://www.fsnews.co.kr/news/arti
cleView.html?idxno=35477

26 우리콩으로 만든 전통된장 맛보세요! 2019.11.17 한국농정
http://www.ikpnews.net/news/arti
cleView.html?idxno=39245

27 전통주 어디에서 배울 수 있나요? 2019.11.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pecials
ection/esc_section/918769.html#c
sidxc16bbc1a5617d5b90f05f5aaa5
6fbb1

28 기다림의 味학, 한식 간장 2019.12월호
행복이 가득한 집
(매거진)

http://happy.designhouse.co.kr/m
agazine/magazine_view?info_id=8
0614

29 오미(五味)가 오묘하게 녹아든 한식간장 2019.12.30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East/3/
99/11/1937610/1

30
홍천군, 슬로푸드문화원 홍천 푸드 투어 협약 
체결

2020.01.08 더뉴스24
http://www.the-news24.co.kr/new
s/articleView.html?idxno=4356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약선식이연구회 최양숙 -

2 마을무지개 전명순 https://vrainbow.modoo.at/

3 제철음식학교 고은정 https://beautifulkitchen.tistory.com/

4 바비큐아카데미협동조합 김학현 -

5 오음산캠프영농조합 한봉기 https://oheumsan.modoo.at/

6 다누리맘 우희현 https://www.facebook.com/DANURIMOM

7 가양주 주인회 김진희 http://www.nicerice.kr/

8 푸드포체인지 노민영 http://foodforchang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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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티인스트럭터협회 남은주 https://www.facebook.com/TIDAkorea/

10 사)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 홍천기 https://www.krucc.net/

11 밥상살림 식생활센터 김인원 https://foodlifecenter.modoo.at/

12 에그피알 홍순언 http://eggpr.co.kr/

13 우리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 송동흠 http://www.wheatworld.or.kr/index.php

14 대산농촌재단 진영채 http://www.dsa.or.kr/

15 한국관광문화연구원 김대관 https://www.kcti.re.kr/web/user/main.do

16 지역재단 박진도 http://www.krdf.or.kr

17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박영범 http://www.ranet.co.kr/

18 한식문화관 선재 https://www.facebook.com/hansikculturecenter/

19 첫거름재단 김진희 http://firstseeding.org/

20 우프코리아 김혜란 http://wwoofkorea.org/

21 간장포럼 우태영 https://www.facebook.com/groups/Ganjang/

22 음식학아카데미 공만식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School/%EC%9
D%8C%EC%8B%9D%ED%95%99%EC%95%84%EC%B9%B4
%EB%8D%B0%EB%AF%B8-1572471246148738/

23 농사펀드 박종범 https://www.ffd.co.kr/

24 어프로젝트 천재박 http://www.aproject.co.kr/

25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 http://eco.or.kr/%EB%A8%B9%EA%B1%B0%EB%A6%AC/

26 서대문집밥협동조합 이희정 https://www.facebook.com/sdmjibbob

27 마르쉐 이보은 http://www.marcheat.net/

28 막걸리학교 허시명 http://www.soolschool.com/

29 한국전통주연구소 박록담 http://www.ktwine.or.kr/

30 한겨레 김현대 http://www.hani.co.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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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④②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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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 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식문화혁신주간 2017, 2018
지속가능 먹거리실천 단체간 
협력 강화 

http://naver.me/5ycKGKRT
http://naver.me/xUDZxHP7

2 가나다밥상 2017, 2018 가치를 나누는 다양한 밥상 https://youtu.be/W0-_3JFQJ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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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1_약속의 자전거

단체명 약속의 자전거 대표자명 오영열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04.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socialbicycle 제출일자 2020.02.2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오영열
작성자 
연락처

02-760-7161
작성자
이메일

ceo@prombicycle.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은평구 방치자전거 수거단속 
용역사업 2019.04.03~

2019.12.31 
은평구청 O O

은평구 관내에 방치되어있는 자
전거를 수거 및 단속

2

나만의 자전거 제작하기 수업

2019.04.01~
2019.12.31

불광중, 연천중,명지중, 
덕산중, 성보중, 상신중, 
충암중, 충암고, 연신중, 
예일여중, 예일여고, 신
도중, 신도고, 연서중, 부
림아동센터, 신사종합복
지관, 관악중, 역촌초, 은
평고, 동명여고, 숭실고, 
대성중, 구산초, 구현초, 
은평중

O O서울 지역 내 학교, 복지관 포함 
약 25개학교 수업, 약 180여명 수
료.

3

자전거 정비사 자격증반
2019.04.01.~
2019.11.30

서울시 50플러스 서부캠
퍼스

O O자전거 관련 취창업을 위한 교육 
총 2회기 24회수업, 30여명 수료

4

자전거 회원제 운영
2019.07.01. 
~ 현재

O자전거 렌탈, 수리, 세차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약 200여명 활동

5 은평구 자전거 대행진
2019.10.09 ~ 
2019.10.26

서울혁신센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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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내를 자전거 이용자 약 100
명이 함께 달린 행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special feature] 에듀바이클러 ‘약속의 자전거’ 오
영열 대표 - 자전거로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다

2016.05 조선일보
http://topclass.chosun.com/board
/view.asp?catecode=Q&tnu=2016
05100008

2 자전거 천만시대 2016.05 딜라이브
https://blog.naver.com/oyy0104/2
20714743711

3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달리는 희망 자전거, ‘위안
부 나눔 라이딩’

2016.04.08 바이크조선
http://bike.chosun.com/site/data/
html_dir/2016/04/08/2016040802
027.html

4 서울 청년의 삶을 보장한다 2016.07 서울사랑
http://love.seoul.go.kr/asp/article
View.asp?intSeq=2246

5 불꽃청춘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 2016.09.19. 디스커버 한화
https://www.hanwha.co.kr/media/
discover/view.do?seq=183

6 미행, 꿈을 미행하다 2016.09 KBS1
https://blog.naver.com/oyy0104/2
20830640960

7 행복보고서 28회 에듀바이클러 오영열 2016.09.22 쿠키건강tv
https://www.youtube.com/watch?
v=9Gm7sUQ7J_g

8 약속의 자전거, 세상과의 아름다운 약속 2016.11.29. 고함20 http://www.goham20.com/53542/

9
시장 귀에 청년 목소리 직접 전해 시원…경직된 관료
문화 아쉬워

2016.12.23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
dNews.aspx?no=718674

10 두 발로 두 페달로 달려가다 보면 길이 보이리 2017.01.24. 동아약보
https://blog.naver.com/oyy0104/2
20919351463

11
방치자전거, 랜도너스를 달리다. 문화공간 청년단체 
약속의 자전거

2017.04.12 청년포털
https://www.young.go.kr/#!/conte
nt/56342

12 청년허브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 2017.03.30
자전거 팟캐스
트 ‘위아더씽’

http://www.podbbang.com/ch/12
620?e=22239377

13 유니안의 청춘시대 – 약속의 자전거 2017.05.01. 이화티비
https://www.youtube.com/watch?
v=skrBYrDc-ko&feature=emb_log
o

14 심층취재 쌍심지, 자전거 우선도로 2017.05.01. 딜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
v=697fvK1iCN4&feature=emb_lo
go

15 무엇이든 알아두면 무엇에든 쓸모있는 팁 2017.06.29.
서울혁신파크 
KNOCK

https://blog.naver.com/oyy0104/2
21040186472

16 섹스학과, 번지점프과… '열정대학'을 아시나요 2017.07.08.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
a/html_dir/2017/07/07/201707070
1428.html

17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 “두 페달을 밟을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죠

2017.07.09. 위클리오늘
http://www.weeklytoday.com/new
s/articleView.html?idxno=56990#0
648

18 좋아하는 것이 일이 된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 2016.09.28 서울잡스 http://bitly.kr/XbWP1

19
방치된 자전거 재창조… 교육 ~ 사회참여 ‘공생의 
길’ 달린다

2017.11.16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news/ar
ticleView.html?idxno=724092

20 세상에 유익한 착한 자전거문화 만들래요 2018.02.27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
ews_view.html?ID=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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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수진이 만난 사람 –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대표 2018.03.19. sbs라디오
http://radio.sbs.co.kr/gorealra/pla
yer/?podId=P0000000105&vodId
=V2000009331

22 자전거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게 2018.04.13. 안경잡이
https://www.youtube.com/watch?
v=MR_eBA_kI1o&feature=emb_lo
go

23
전기자전거 활성화 법안이 모든 자전거에 헬멧 씌웠
다

2018.08.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
area/859324.html

24
"안전 필수"vs"보험사 음모"…말 많은 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2018.09.02.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
htm?idxno=201809021119148517
0

25 서울서만 연 2만대, 버려진 자전거 새 주인 찾아줘요 2018.11.29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1
65121

26 자전거로 세상을 아릅답게 ㅇ자전거 소셜벤처기업 2018.11.19. 한국직업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
v=HLbMZ1cj_Xc&feature=emb_lo
go

27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통해 자전거문화 만들죠 2019.01.05.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
ews_view.html?ID=80578

28 자전거로 나누는 회사 약속의 자전거 2018.12.27. 위클리공감
http://gonggam.korea.kr/newsVie
w.do?newsId=01IjHPADGJMPS000

29
요즘 잘나가는 장성규와 자전거 데이트한 ★초특급 
게스트★의 정체?! (feat. 녹번동에서 문화생활 즐기
기ㅇㅇ)

2019.07.18.
스튜디오 룰루
랄라

https://www.youtube.com/watch?t
ime_continue=232&v=rJqTl7Yl8c
w&feature=emb_logo

30 늘어나는 자전거, 부족한 주차공간 2019.08.25. 딜라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
v=MBvE6USBHnE&feature=emb_l
ogo

31 열정만 있다면 나이불문!나눔의 힘 2019.08.29.
대한민국 보건
복지부

https://www.youtube.com/watch?
v=sBszHgorglk&feature=emb_log
o

32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거’ 2019.09.27.
MBN 생생정보 
마당

https://tv.naver.com/v/9997165

33
자전거로 어디든 갈 수 있다면, 두 바퀴로 스스로를 
만날 수 있다면

2019.11 월간토마토
https://blog.naver.com/oyy0104/2
21772586960

34 방치된 자전거 '3만대 시대'…재활용 작업해 보니 2020.01.18 jtbc
https://www.youtube.com/watch?
v=KXCI6tVALGE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2018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대회 특전상 2018.09.08 
대통력직속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월드컬처
오픈

https://blog.naver.c
om/wco_seoul/221
363487192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도원교육 전해리 http://nextmi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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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옮김 지예정 https://www.omkim.org/

3 해인글씨 조해인 https://blog.naver.com/seasealcho

4 슈퍼바이크투어 조완호 https://www.supertourkorea.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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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5,2,1,3,4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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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2_씨닷

단체명 씨닷 대표자명 한선경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05.01

단체 웹사이트
cdot.asia

facebook.com/cdot.org
제출일자 2020.03.19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한선경
작성자 
연락처

010-3542-3261
작성자
이메일

sunkyung.han@cdot.asia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한양대 컨퍼런스 : 끝장을 보는 여성들
2019.01.
31 

한양대학교 사
회혁신센터

O컨퍼런스 기획 및 운영 : 여학생의 스타트업, 창업
을 독려하고 영감을 주는 자리 개최

2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샵 : 아시아청년연구자네트
워크 2 0 1 9 . 

0 2 . 1 4 . 
~15.

청년허브, 서울
시

O O O기획 및 운영 : 아시아 청년 액티비스트 리서처 
펠로우십 설계에 필요한 깊은 논의를 하는 자리 
기획 운영

3
러닝 프로그램 : 국제회의 기획 오픈클래스 2019.03.

07
- O O

기획 및 운영 : 국제회의 기획 스킬 러닝

4

러닝 프로그램 : 쇼앤텔   
2 0 1 9 . 
04.02

다크매터랩스 O O
기획 및 운영; 각 기관 주요 프로젝트 공유 및 러닝

5
기획 및 운영 : 사회혁신 스터디 프로그램 : 씨투어 2 0 1 9 .  

0 6 . 0 6 
~10

홍콩 MaD 
Club

O O O
홍콩 MaD팀에 국내 사회혁신 랩 프로젝트 소개

6
국제컨퍼런스, 현장방문, 워크숍 : 아시아 평화의 
숲 청년 협력회의

2 0 1 9 . 
0 6 . 1 7 
~19

산림청, 남북산
림협력청년특
별위원회 

O
기획 및 운영 : 숲이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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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차원에서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 기획

7

국제컨퍼런스 : Anyse2019
2 0 1 9 . 
0 7 . 0 1 
~02

서울시, 한겨
례, MYSC

O기획 및 운영 : 아시아의 플라스틱 문제를 사회적경
제측면에서 재조명한 자리 

8

리빙랩 실험 : 일회용없는 컨퍼런스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현장실험 2 0 1 9 . 

05.28 ~ 
11.30

서울시, 보틀팩
토리 

O O O
기획 및 운영 : 컨퍼런스 내 플라스틱 사용금지 
방법 제시를 통해 환경적 측면 고려

9

국제 워크숍 : 엑스포그랜드 챌린지
2 0 1 9 . 
09.09

다크매터랩스 O O O
운영 : 청년 미래 권리, 청년 주권에 대한 사례 연구

10

인스파이어드 2019 2019.
1 0 . 1 7 
~19

소풍, 씨프로그
램, 루트임팩트

O기획 및 운영 : 국내 사회혁신가들에게 쉼과 영감을 
만들 수 있는 장 제공

11

국제컨퍼런스 및 워크샵 : 미래학교 2 0 1 9 . 
1 0 . 2 0 
~21

씨프로그램 O운영 : 미래대안적인 학교 이론에 대해 논의하고 
러닝

12

컨퍼런스 : Cosmo40
2019.
11.30

인천서구 문화
재단

O기획 및 운영 :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메이커스페이
스, 임팩트 투자 및 도시재생 공공성 논의 

13
국제컨퍼런스 : 꿈이룸학교 2019. 12. 

02 ~03
꿈이룸학교 O

기획 및 운영지원 : 예술대안학교내 국제포럼 

14

페스티벌 : 언서페서울2019 모-두를 위한 도시 2 0 1 9 . 
12.12 ~ 
14

SH서울주택도
시공사, 한국에
자이

O O O기획 및 운영 : 소외와 배제없이 모-두가 포용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장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씨닷 X 한양대 사회혁신센터 스타트업
에서 일하는 ‘끝장을 보는 여성들’ 포럼 개최

2019.03.17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
s/articleView.html?idxno=185456

2
[기획취재] 여성과소셜, 창업을 향한 도전] 2. 커뮤
니티 전성시대

2019.02.20 이로운넷 http://www.womennews.co.kr/new
s/articleView.html?idxno=185456

3
[기획취재] 산림청, ‘아시아 평화의 숲 청년 협력회
의’ 개최

2019. 06.15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society
/article/201906194183h

4
[기획취재] 2019 플라스틱에 대한 단상: 아시아청
소년사회혁신가국제포럼리뷰

2019.07.10 발전대안 피다

http://pida.or.kr/pium/?q=YToyOnt
zOjEyOiJrZXl3b3JkX3R5cGUiO3M6
MzoiYWxsIjtzOjQ6InBhZ2UiO2k6MT
t9&bmode=view&idx=2074170&t=b
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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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획뉴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첫걸음: ‘관점의 
변화’ & ‘참여’

2019. 07.14 라이프인 http://www.lifein.news/news/artic
leView.html?idxno=3934

6 [특집다큐] 우리는 코다입니다. 이길보라편 2020. 01. 6 아리랑 TV

https://www.youtube.com/watch?v
=XIo0O9xJYk0&fbclid=IwAR2wlu1Y
SdaChptixJJ5ZIfGbjO3qP4y57smr-
zzRAdKGe4W4YetpE0MOxk

7 [리뷰] 모-두를 위한 미디어를 만드는 사람들 2020. 01. 9
오렌지레터, 
슬로워크

https://slowalk.com/2616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 최근프로젝트 협업 순으로 주요 업체만 추려서 기재함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루트임팩트 허재형 http://www.rootimpact.org/v2/intro.php

2 진저티프로젝트 신현선 https://www.facebook.com/gingertproje
ct/

3 SOPOONG 한상엽 https://sopoong.net/

4 씨프로그램 엄윤미 http://c-program.org/whoweare

5 한국에자이 고홍병 http://eisaikorea.com/xe/

6 위커넥트 김미진 https://weconnect.kr/

7 민주주의 활동가 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https://parti.coop/

8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https://www.i-sh.co.kr/main/index.do

9 보틀팩토리 정다운, 이현철 http://bottlefactory.co.kr/

10 나를있게하는우리 (나우사회혁신네트워크) 서정주, 이한철 https://www.facebook.com/nowprojectkr

11 Liberty in North Korea 박석길 https://www.libertyinnorthkorea.org/

12 사단법인 열린복지 서정화 http://homelessness.bbweb.co.kr/

13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김정하 http://www.freew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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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년허브 안연정 https://youthhub.kr/

15 크리킨디센터 김희옥 https://krkd.eco/

16 SIX Louise Pulford https://socialinnovationexchange.org/

17 Edmund Hillary Fellowship Yoseph Ayele https://www.ehf.org/

18 Getting to Maybe Cheryl Rose https://www.banffcentre.ca/

19 Dark Matter Labs Indy Johar https://darkmatterlabs.org/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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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작성자 기입 : 3-2-4-1-5

① 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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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3_비건카페 달냥

단체명 비건카페 달냥 대표자명 최서연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05.29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vegancafedy 제출일자 2020.03.09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최서연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vegancafedn@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
센터 포함) 
입 주 단 체
와 협력하
여 수행한 
사업

1

일상비건-작은비건페스티벌, 
식문화개선프로그램

2019.8.10

주최 : 
서울혁신파크(
서울혁신센터)
, 주관 : 
비건페스티벌
코리아

 O O  O 
비건채식마켓, 일상비건 워크샵-비건메이
크업워크샵, 요가워크샵, 요리워크샵 1,200
여 명 방문

2

비건네트워크파티, 식문화개선프로그램

2019.10.25 O O O
비건, 환경, 여성, 동물계 활동가들과의 네트
워크 파티-100여명 참석

3

상상비건, 식문화개선프로그램
2019.11.11.
~11.16

O O O
비건예술가 전시, 여성감독들과 함께 하는 
영화상영회-100여명 참석

4

7회 비건페스티벌-월드비건 월드피스

2019.11.02.
~11.03

주최 : 문화비
축기지, 주관 : 
비건페스티벌
코리아

O
비건채식마켓, 동물/환경 영화상영, 강연프
로그램, 워크샵 진행 - 13,000여명 참석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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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기획취재] Vegan Friendly Society-삶
의 방식으로 비건을 선택한 사람들, 그
들이 사는 세상

2019.07월
호

패션매거진 
그라치아

지면기사

2
기획자의 변 - 생태문화축제, 비건페스
티벌, 글로벌위크

2019.12.29 비축생활 http://naver.me/xrxanjBS

3 7회 비건페스티벌 개최 소식 2019.10.30
10여 개 언론
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
e w s & q u e r y = 7 회 비 건 페 스 티 벌
&sm=tab_pge&sort=0&photo=0&field=0&report
er_article=&pd=0&ds=&de=&docid=421000427
7186&nso=so:r,p:all,a:all&mynews=0&related=1
&start=1&refresh_start=0

4 KBS 조우종의 FM 대행진 2019.04.27 KBS 녹음자료(필요시 요청) 

5 마포FM 2019.10.31 마포FM

1,2부  
http://www.podbbang.com/ch/10423?e=23242705

3,4부 
http://www.podbbang.com/ch/10423?e=23242708

[페이스북링크]
https://www.facebook.com/632803700245461/posts/118
0008022191690/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비건타이거 양윤아 http://vegantigerkorea.com/ 

2 언노운북 장혜숙 http://unknownbook.kr/ 

3 히든앤코 우준석 http://hiddntaste.com/ 

4 문화비축기지 남길순 http://parks.seoul.go.kr/culturetank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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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⑤,④,③,②,①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50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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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4_다큐보리공장
 

단체명 다큐보리공장 대표자명 김희철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 제출일자 2020.03.08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
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동령
작성자 
연락처

010-2724-4105
작성자
이메일

docubori@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다큐멘터리 창작자 양성과정 
2019.9.23.~
2020.01.08 

주관 : 
서울지역영화교육
허브센터,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O O
다큐멘터리의 수준 높은 이론과 실기 
교육, 10명 교육

2

새로운 영화를 위한 상상력 학교
<현장, 기록, 문화정치> 인문학 특강 2020.01.07.

~01.13

주관 : 
서울지역영화교육
허브센터,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O 

6회 특강, 참가자 20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
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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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역 영화교육 허브센터 낭희섭 https://inde1990.modoo.at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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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작성자 기입 : 3-2-4-1-5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다큐멘터리 교육사업 2020년 예정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갖춰야 할 이론과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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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5_예술교육창작터 달집

단체명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대표자명 이세라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daljip.co.kr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이세라
작성자 
연락처

010-5477-1523
작성자
이메일

daljip@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터 
포함) 입주단체
와 협력하여 수
행한 사업

1

예술교육창작터 달집 
원데이클라스 – 느끼는 대로

2020.01.18 - ◯

◯
상상청 4층, 
상상의 숲 

사용느끼는 대로 - 먹을 이용한 감성예
술프로그램 : 40명 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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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

5-6. 사회적 영향력 ◯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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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①-③-④-②-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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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6_스튜디오메조

단체명 스튜디오메조 대표자명 김태영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mezzoarchitects.com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김태영
작성자 
연락처

02-6204-7773
작성자
이메일

twblue1@gmail.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주
단체와 협력
하여 수행한 
사업

1
서울시 마을건축가 시범사업

2019.11.15~
12.31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중랑구청중랑구 시범사업 실행방안제안

2

서울시 마을건축가
2019.07.19~2
020.01.06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중랑구청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3
서울시 공공건축가 지명공모

2020.01.01.~
02.02

서울시 도시공간
개선단, 마포구청성미어린이집 현상설계 3등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장소탐방] 연천국공립어린이집 _ 
교감하며스스로성장하는아이들을위한두번째 집 
김태영 (스튜디오메조 대표)

vol 36, 2019 
winter

건축과 도시공간 www.auri.re.kr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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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
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주)메조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이민선 www.mezzoarchitects.com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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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①,②,⑤,④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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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7_씨네에그

단체명 씨네에그 대표자명 조준용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facebook.com/cinegg

blog.naver.com/cinegg1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조준용
작성자 
연락처

-
작성자
이메일

cinegg1@naver.com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인권동행 영화제 2019.11
.01~12.
31

주최/주관 : 인권동행, 
서부장애인종합복지
관, 지원 : 서울시 마을
미디어지원센터

O O 
인권동행 영화제 : 다큐제작 1편, 관객 
참여 50명

2

인권동행 미디어제작

2020(연
간)

주최/주관 : 인권동행, 
서부장애인종합복지
관, 지원 및 협력 : 미정
(진행 중)

O O  인권동행 미디어 교육 및 제작 : 교육참
여자(발달장애인) 13명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
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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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철민 http://www.openlife.or.kr

2 오마이컴퍼니 성진경 https://www.ohmycompany.com/

3 반짝반짝 사진방 최영교 http://www.sajinbang.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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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③,①,②,④,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인권동행 미디어 제작 2020 인권동행 미디어콘텐츠 제작 및 확산 https://bit.ly/39uJo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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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8_아이시티브릿지

단체명 아이시티브릿지 대표자명 장형수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ictb.co.kr 제출일자 2020.03.05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장형수
작성자 
연락처

010-8260-3571
작성자
이메일

hsjang@ictb.co.kr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설
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2020년 총회 
신규회원 홍보부스 운영 2019.12.10 

서울사회적기
업협의회 

O O 

5개 기관 문의 응대

2

자전거 중고거래 시스템 구축
2019.12.01. ~ 
2020.02.28 

PRC자전거클
럽

O  자전거에 대한 가치 인식을 통해 자전
거 관련 교육사업 진출

3

경기도일자리재단
2019.12.01. ~
2020.02.28

경기도일자리
재단

O
수발주시스템 구축을 통한 협력 강화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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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
는 온라인 홍보채널 표기) 

1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주연 sehub.net

2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윤경아 외 2 sewith.or.kr

3 비영리IT지원센터 김성기 npoit.kr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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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②④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혁신파크 내 기관의 IT관련 지원 2020
혁신파크 입주 기관의 IT 관련 문의
사항 무상 제공 및 컨설팅 수행

www.ic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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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9_타래유니버스

단체명 타래유니버스 대표자명 정장희
입주시기

(최초 협약날짜)
2019.11.01

단체 웹사이트
taraeuniverse.com

facebook.com/taraeuniverse
제출일자 2020.03.06

활동분야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교육  □연구  □컨설팅  ■문화·예술  □미디어  □네트워크 □건축·공간 □복지·인권  
□환경·생태·에너지  □제조·생산·유통  □IT  □기타  

기업유형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개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한책임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선정단체 

작성자
(입주단체)

정장희
작성자 
연락처

070-7767-2239
작성자
이메일

taraeuniverse@gmail.com, 
onlyjanghee@hanmail.net

1. 사업 성과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주요 사업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사업명

(하단에 주요성과 한줄 설명)

사업 수행 
기간

협력 기관명
(귀사의 

자체평가)
우수 사업

파크 
공간/시
설을 

활용한 
사업

(서울혁신센
터 포함) 입
주단체와 협
력하여 수행
한 사업

1

도시재생 문화정책아카데미 「새로운 공
동체 판타지 - 문화로 도시재생」 

2019.10.17
~11.14 

주최 : 은평문화재
단 문화정책연구
소, 협력 : 자바르떼, 
히든북

O O O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 및 워크숍, 문화정
책 교육 : 5회 진행, 50명 참여

2

소셜캠퍼스온 서울2센터
개소식 총괄운영

2019.11.05

주최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협력 :  
히든북, 한국사회
적기업진흥원, 빛
움

O O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큐베이팅센터 
소셜캠퍼스온 당산 개소식 행사총괄 : 100
명 참여

3

천호공원 사계축제
「겨울이야기」 

2019.12.14
주최 : 서울시, 협력 
: 노니논다, 반짝반
짝사진방, 히든북

O O
서울시 공원녹지과 천호공원 사계축제 행
사 총괄운영 : 3,000명 참여

4

사회연대은행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사
업설명회 「BRING THE 
SOCIAL_ENTERPRISE」 2019.12.20

주최 : 사회연대은
행, 협력 : 히든북, 
빛움

O O

2020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사업설명회 
총괄운영 : 200명 참여

5 은평구 어린이 세계문화체험교육 「두근두 2019.09.28. 주최 : 은평새싹공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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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은평소년 세계를 꿈꿔라」 

~11.16.
간, 협력 : 글로링, 
히든북은평구 어린이 세계시민교육 및 체험프로

그램 : 4회 진행, 30명 참여

2. 사회혁신 영향력①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언론보도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보도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

3. 사회혁신 영향력②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의 수상 이력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수상제목 수상일자
주관사

(귀 기관에서 상을 
수여한 기관명)

출처
(웹사이트 링크)

1
동작구협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 우수
상 수상 

2019.12.05 동작구청

http://www.newsis.com/vie
w/?id=NISX20191120_0000
835738&cID=14001&pID=1
4000

4. 사회혁신 영향력③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국내외 보유하고 있는 협력기관 목록을 기입해주세요.  

연번
기관명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또는 국내외 네
트워크 단위 포함, 보유 협력사 일체) 

대표자명
기관 웹사이트 링크

(공식홈페이지, SNS 상관없이 기관을 대표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 표기) 

1 히든북 박혜원 http://www.hiddenbook.co.kr/

2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김찬영 http://arteplay.net/

3 반짝반짝사진방 최영교 http://www.sajinbang.kr/

4 노니논다 윤지연 https://www.facebook.com/playfesta

5 감성붓다 채민경 https://gamsungbootda.com/

6 나를만나는사진수업 최혜영 https://www.facebook.com/meetmebyphoto

7 프로젝트C 김은현 https://www.facebook.com/projectC1109/

8 비건카페 달냥 캘리 https://www.facebook.com/vegancafedy

9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https://www.facebook.com/altenergylab

10 빛움 황순규 bichum.me

11 씨네에그 조준용 https://www.facebook.com/cinegg/

12 영화제작소 눈 강경환
h t t p s : / / www . f a c e b oo k . c om/ 영화제작소-눈
-173690806093291

13 제리백 박중열 https://jerrybag.com/

14 아프리카드럼서클 아토 남윤식 https://www.facebook.com/artofriends

15 땡큐플레이트 김민이 http://blog.naver.com/thankuplate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 아카이빙(1차) 통합본_공개용 523

5. 활동 자체평가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신 이후, 귀 기관의 사업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에 대해 자체평가 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5-1. 사업 성장도 O

5-2. 파크 공간/시설 활용도 O

5-3. 입주단체와의 자원 공유도 O

5-4. 입주단체 간 협업도 O

5-5. 서울혁신센터 사업협력도(참여도) O

5-6. 사회적 영향력 O

6. 파크 입주 만족도 : 서울혁신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이 파크 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평가해주세요. (O 체크표시) 

5점
(매우 높다)

4점
(대체로 높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낮다)

1점
(낮다)

6-1. 파크 공간/시설 이용 만족도 O

6-2. 입주단체 간 사업협력 기회 O

6-3. 다양한 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O

6-4. 사업홍보 기회 확대(서울혁신센터 홍보 채널) O

6-5. 입주단체 지원서비스 총평(서울혁신센터) O

7. 파크 입주 혜택 : 파크 입주 이후, 귀 기관 사업성장에 가장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체크표시, 중복선택 
가능) 

□서울혁신파크 입주 자체로 도움 받음(특별한 혜택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주소지를 파크로 이전한 것 자체로 
도움을 받은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공간 접근성 용이(역세권, 직주근접 등)

□회의실 등 다양한 대관공간의 무료 사용

□대관공간 이외에도 야외공간, 공용공간 등 휴게 및 사업상 활용가능한 다양한 무료공간 존재

□다양한 입주기관, 메이커 공간(중소동), 각종 시설 등 파크가 보유한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통해, 사업 콘텐츠 
강화와 성장 기반조성

□파크 입주단체와 협력하거나, 입주단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는 등 협력네트워크 확장

□서울혁신파크의 인지도와 영향력으로 인한 사업홍보, 확장 기회 

□파크의 공유와 협력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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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서울혁신센터(서울혁신파크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의 각종 서비스 및 협력 지원

□서울혁신센터 주관의 행사, 지원사업(공모사업 포함) 등에 사업 일환으로 참여한 경험

□기타 : (직접 기입) 

8. 파크 발전운영 자문 : 향후 서울혁신파크의 발전운영을 위한 주요 운영방향 및 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 작성자 기입 : ③,④,②,①,⑤ 

①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 국내 최초 최대 사회혁신플랫폼으로서 영향력 확산, 사회혁신 대중문화 확산,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및 브랜드파워 강화, 서울혁신파크 중심의 사회혁신네트워크 강화, 파크 혁신가 멤버십 확대 등 

②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 혁신활동 지원, 시민 접점 확대 등 사회혁신 생태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무형 
기반시스템 구축, 이용가이드 및 서비스 지원 

③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 사회혁신가 발굴 및 유치, 파크 내 커뮤니티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혁신 활동 
홍보 및 대외 네트워크 확대, 입주 관련 서비스 등 입주자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④ 파크 공간 활성화 : 입주자 혁신활동 공간, 시민혁신가 공유공간 등 파크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활동 기회 
제공 및 사업 지원  

⑤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 파크 혁신활동의 시민참여, 지역협력, 교육 및 체험, 홍보, 정보공유 등 시민이 
체감･공감･협력 기회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 지속 확대 

9. 혁신활동 홍보  : 파크 입주 이후, 귀사의 사업/활동 중에서 차별적/혁신적/의미있는 시도로 자체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더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입해주세요.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입, 상기 1.~3.번에 기술하신 내용은 제외, 하단 연번 추가 가능) 

연번 사업명 (또는 활동명)
운영 

시기(년도)
주요 내용 (1줄 설명)

참고 웹사이트
(관련 기사, 홈페이지, 

SNS 등 포함)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