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생산기지, 서울혁신파크

서울이노베이션팹랩

서울이노베이션팹랩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모집 공고

서울이노베이션팹랩은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 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함께할 시민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팹랩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매주 금 14~18시 팹랩 오픈데이를 운영중입니다”



1  모집 개요

▣모집주제 : 팹랩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지역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제작 기반 혁신 아이디어

▣프로젝트 사례

2010 2016-2017 2017-2019

각종 공해 수치를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여 에너지 소모량과 

탄소배출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오픈소스 키트 프로젝트

재난 시 응급구조가 필요한 조난자의 

위치를 상공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증강현실 태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

폐플라스틱을 즉석에서 분쇄, 압출 및 

성형할 수 있는 소형 사출기와 금형을 

제작 

2020

자체 공기 정화가 가능한 IoT 도어 개발
공공장소에서 처리하기 힘든 일회용 

컵을 세척 및 적재 가능한 IoT 수거함

기존 풍력발전기 대비 늘어난 유효 

단면적으로 고효율의 재생에너지 생산



2  프로젝트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방법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젝트 신청서 제출

지원자격

1) 기술기반 사회혁신 활동가 

2) 서울이노베이션팹랩과의 협업과 교류에 동참하고자 하는 팀

3)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모집시기 상시모집 및 개별 협의를 통한 활동 기간 설정

수행내용

1)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중간·결과 점검 및 모니터링 회의 참석

2) 프로젝트 별 협의 후 최종 수행 결과물 1점 및 디자인 파일 공유

3) 활동기간 중 팹랩데이 운영(신청 팀에 한함)

4) 서울이노베이션팹랩 성과공유회 필수 참석(불참시 차년도 프로젝트 신청 불가)

5) 팹랩 프로젝트 영상 아카이브 및 기타 행사 참여 지원

지원내용

1) 메이커 스페이스 “서울이노베이션팹랩” 공간 장비 사용

2) 프로젝트 별 협의 후 창고 공간 지원

3) 제품 촬영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지원

4) 팹랩데이 활동에 따른 재료비 지원 예정(예산 범위 내)

5) 서울이노베이션팹랩 장비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젝트 팀 지원 공간

공유 작업 공간 전자 제어실

팹랩 공용 창고 촬영 스튜디오

CNC 제어실 금속 가공실

로봇팔 제어실 워크샵 공간



3  시민 프로젝트 접수 및 심사

▣지원 절차

구분 세부내용

접수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상시 온라인 접수

접수메일

fablab@innovationpark.kr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서울이노베이션팹랩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 예시 : [팀이름](0000) 서울이노베이션팹랩 기술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 지원

접수양식
innofablab.kr 주소로 접속하여 양식 다운로드

※ 위치: About Us- Fabcity Project

제출서류
[필수]프로젝트 계획서 각 1부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선택]기타 프로젝트 제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심사 및 평가

¡심사 방법

서류접수

▶

1차 : 서류 심사

▶

2차 : 인터뷰 심사

▶

선발 및 협약

상시 온라인 모집
매월 1일 

서류심사 진행

프로젝트 

적합성 대면 검토 
팀 별 일정 협의

¡심사 및 선발 기준(안) 

╺ (혁신성) 비전과 목표의 명확성, 기존 해결방식과의 차별성, 주제에 대한 이해도

╺ (실행가능성) 실행그룹의 역량, 프로젝트 실행 경로의 타당성

╺ (사회적 영향력) 확장가능성, 서울시 내 지역사회 파급력



╺ (연계성) 팹랩의 공유정신, 혁신파크의 자원 활용 계획, 시민참여단 운영계획

※ 상시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프로젝트 종료 또는 중도 탈락 발생 시 추가공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