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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8년간 (2015~2022) 성과 요약

*팹랩사업 탄소발생감축량 550kg/년

* 본 보고서는 [2021 서울혁신파크 성과분석보고서], 
   [2022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서울혁신센터 2015~2022년 사업성과보고]를 참고해서 작성됨

입주했던 기관 및 기업

600여개

함께한 시민

400만명

저탄소사업

1천여개

(입주기업+중간지원조직) 사업

10만개

공식 기관방문

900여건 /2만명

환경적 성과의 경제적 환산

약 9억6천만원

입주기업 경제적 성과(총매출액)

약 1천2백억원

입주기업 만족도

92.5점

공원이용

1천여명/일

파크 이용 간접 창출한 경제적 가치

약 660억원

상주인원

2천여명/일

시민업무이용

1천여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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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 사회혁신
공간을 대표하는 사회혁신 집적단지

서울혁신파크, 전국 대표 사회혁신 집적단지

서울시의
사회혁신공간

양재R&CD지구혁신허브

헤이그라운드

새활용프라자

서울바이오허브

서울시NPO센터

다시, 세운

서울창업허브

문화비축기지

서울시 50+재단

서울혁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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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설치 근거와 기능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4)

제3조 (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제4조 (설치)

서울혁신파크 내에는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 공간

 2. 혁신도서관, 혁신연구센터 

 3. 서울특별시 중간지원조직 입주 공간

 4.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어르신복합문화시설

5. 도시농업 체험장, 숲 체험장 및 혁신 체험시설

6. 아케이드, 호텔 등 편의 및 부대시설

7.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 (혁신기관 등 유치)

➀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 기관, 단체,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➁ 시장은 혁신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기관 등 지원)

➀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 단체, 기업은 서울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➂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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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미션 전략 과제(2022년)

전략 실천 과제 주요 사업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글로벌 혁신 생산기지

시민참여 경로 및
쌍방향 소통 체계 확대!

사회혁신
모델 발굴 및 개발

사회혁신 
클러스터링 구축

사회혁신성과
아카이브 및 확산

시민참여와 소통 확대

사회혁신 모델 개발

입주단체 지원

사회혁신성과
아카이브 및 확산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성과관리, 확산의
사회혁신 아카이브 구축!

미션

사회혁신 실험을 넘어
사회혁신 모델생산으로!

‘미래‘ ’혁신‘ ’시민참여‘
중심 공간 및 입주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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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걸어온길

-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사용

1960~2009
- 질병관리본부 충북 오송으로 이전
-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개발 방향 제시

2010~2012
- 혁신 실험을 창조하고 확산하는
   서울혁신파크로 구체화
-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2014.5.14)

2013~2014
- 서울혁신파크 1기 민간위탁기관 선정
- 서울혁신센터 개소/입주단체 모집

2015

- 2차 입주단체 모집(전대미문프로젝트)
- 사회혁신리서치랩 설치

- 중소건물 리모델링 완료 및 개관

2016
- 비전화공방 서울사무소 설치

- 서울혁신파크 1단지 공간 조성
- 메이커페어서울 2017

2017
- 1단지(상상청,연결동,공유동,연수동) 개관

- 옥상공유지 조성 프로젝트 시작
- 서울혁신파크 팹시티 실험지 선정

2018

- 제5회 팹랩아시아네트워크 콘퍼런스 
- 혁신파크 5주년 기념 행사(2020)
-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시작
- 서울기록원 개원

2019~2020
사회혁신모델사업 발굴 및 운영
 (제로웨이스트/배리어프리/
 온라인주치의/파크투어맵 등) 
- 퍼머컬처, 팹랩, 목공방 운영
- 시민제안 사회혁신 프로젝트 운영

2021
입주단체 협업활성화 및 성장지원
  (시민체험프로그램/협업사업’따로또같이’/자원연계 등) 
- 공간기반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
  (퍼머컬처/목공방/팹랩/연수동/혁신광장 등)
- 사회혁신대시민캠페인, 시민참여대표프로그램 운영
  (비건페스티벌/제로웨이스트플리마켓/
  시민한마당/레트로축제 등)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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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시절

서울혁신파크 현재

서울혁신파크, 공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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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 / 상상청
혁신가들의 베이스캠프

상상이 현실과 만나는 실험실 공간 

109,691m² 26개동  

입주공간 미래청 피아노숲           혁신광장 

 
극장동
맛동
목공동
예술동
SeMA 창고

재생동
제작동
참여동
공유동
연수동

청년청
서울시 50+ 서부캠퍼스

서울기록원 

    상상청

특성화 공간

목공동
목공 메이커의 작업 및 시민대상
목공교육 프로그램 공간

예술동
구)폐수처리장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실험 공간

연수동
혁신가, 혁신단체들의
사회혁신 연수시설

야외공간

세대공간

역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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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동
미디어, 영상, 음악 등을 배우고
만들고 발표하는 대중문화 공간 

홍보관
서울혁신파크의 역사, 입주단체들의
활동 등을 홍보하는 공간 

연결동
혁신가들의 
다목적 활용 공간

재생동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쓰임을 모색하는 새활용 공간

참여동
시민들이 파크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시민 참여 공간

제작동
서울이노베이션팹랩과 적정기술
혁신단체들이 함께하는 공간

공유동
혁신가와 시민들을 위한 물품,
장소 등 공유 공간

피아노숲
숲과 휴식이 있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혁신광장
혁신파크의 상징 LIVE 농구대가 있는
시민들의 활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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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서울혁신파크, 시민과 만나는 공간들  



양천리갤러리
(구)경비실로, 매주 마을 화가들의
전시가 이뤄지는 전시 공간 

서울시50+서부캠퍼스
인생이모작을 꿈꾸며 
배우고 준비하는 공간

청년청
청년들의 상상력과 꿈을 실험하며
경험을 축적하는 공간

같이가게 / 멤브레인 / 파이프파빌리온
혁신가들의 실험 팝업 공간

서울기록원
서울을 기록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맛동
식문화 혁신을 실험하는 공간 

SeMA 창고
서울시립미술관 분원으로 연중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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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기업들

입주단체분야 

국제단체

중간지원조직

환경-생태-에너지 
사회정의 
공동체치유-복지
문화-예술
창의-다양성
사회적경제지원 협의체 

비전화공방서울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청년허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시50플러스서부캠퍼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시은평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사람들 _ 혁신가 

7년간 600여개의
기업, 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

32%

영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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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대표 사례 소개

모아스토리
관광약자 정보 불균형 해결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어,
해설사 양성, 관광코스 개발

세상에없는세상
가치 있는 소비시장 및 소비문화 확산
친환경 제품 제조 및 유통,
생분해 제품 공정무역, 국내외 공정여행

헬스브릿지
소득에 따라 건강격차도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AI
스마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건강재활과 자립 도와드리는

소셜벤처이자 사회적 기업

공공공간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솔루션을 공유하며, 지역 사회와
공생하는 ‘소셜 디자인’을 실천하는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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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수류탄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대표 사례 소개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청각장애인과 모두를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의사소통 지원사업과 소통이 흐르는

워킹데이 첼린지, 펠로우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참여 증진 지원

오늘의행동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상의 행동을 제안하며,

더 나은 행동을 돕는 행동도구 제공

비건생활연구소 주식회사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한
친환경 비건 솔루션 제시 제로웨이스트
비건카페달냥,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비건페스티벌 축제

디어건축사사무소
<이노큐브 하우스> 모듈러건축용 설계 
프로그램과 건축자재 공급. 누구나 쉽고 빠르게, 
친환경적으로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세상 지향. 2022 녹색에너지우수기업 대상, 
2022 대한민국 신지식경영 건축인 대상, 
2022 미국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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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프로젝트 실험들

생각과 책 도서관 서울이노베이션팹랩
오픈소스를 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한
팹시티 프로젝트 공간

다양성컵 대회 식문화혁신주간
지속가능한 먹거리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시민들이 서울혁신파크의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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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프로젝트 실험들

지구를 생각하는 카페 영유아워터파크

탄소중립 페스티벌 시민한마당
입주기업과 시민이 사회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 체험축제

채식문화, 제로웨이스트와 같은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하는 축제

전기와 화학물질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 전환 실험

아이들과 부모가 지역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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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프로젝트 실험들

퍼머컬처 목공동
공유와 순환을 제안하는 시민 주도형
제작문화 체험장

지속가능한 농문화와 생태사회 실험실

어린이 벼룩시장 옥상프로젝트
도시 유휴공간 재발견을 실험하는
공간활성화 프로젝트

자원의 선순환을 체험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15



서울혁신센터, 사업 성과지표 2021

각 사업 목적별 성과지표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운영 안정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 횟수

사회혁신영향력 확대

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횟수

1662회
유관기관 참여 수

파크 특화 공간시설 수

761회

661개

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횟수 1,662회

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인원 수 207,334명

사회혁신 네트워크 564개

1 사회혁신 영향력 확대

운영 안정화 관련 프로그램 진행 횟수 761회

운영 안정화 프로젝트 참여자 수 27,798명

파크 특화 공간시설 수 11개

2 파크 공간시설 운영 안정화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횟수 5,052회

입주단체 및 혁신활동 참여단체 수 806개

3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강화 

파크 공간 활성화 이벤트 수 1,317회

파크 공간 방문자 수 258,970명

공간 개선 프로젝트 수 10개

4 파크 공간 활성화

사회혁신 문화 공유 횟수 1,632회

사회혁신 문화 참여시민 수 134,069명

사회혁신 커뮤니케이션 건수 5,982,245개

5 사회혁신 시민체감도 제고 

이해관계자 협력활동 수 665회

이해관계자 협력인원 수 46,822명

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 참여 횟수 164회

6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유관기관 참여 수 661개

공간 활성화 수혜 인원 및 기관 수 680개

회혁신 커뮤니케이션 도달 인원수 892,256명

입주단체 혁신활동 지원 수혜자 수 290,438명

운영 안정화 프로젝트 참여자 수

27,798명

11개
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인원 수
207,3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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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도모한다

서울혁신센터, UN SDGs 사업성과 2021

UN SDGs 관련 혁신파크 사업 성과

파트너십 구축 노력

사회혁신 네트워크 파크 공간운영 유관기관 참여 수

207,334명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인원 수

파트너십 결과

1,564개 661개

46,822명이해관계자
협력인원 수

164회글로벌 사회혁신
네트워크 참여 횟수

665회 이해관계자
협력활동 수

1,662회 사회혁신 영향력을
전달한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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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을 위해 시작된 단체들을
지원하여 사회혁신생태계를 형성하고 육성하는데 기여함

※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활동아카이빙(2020.04)’ 문서에 기반한 분석결과

서울혁신파크, 간접창출 성과 2015-2020

47 %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단체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함

서울혁신파크 곳곳에 회의실, 행사장소, 미팅룸 등 다양한 부대시설들을
지원하고 입주단체들이 전개하는 사업들에 다양한 유무형적인 협력을 지속함

573 개 40 %
서울혁신센터를 포함한

입주단체들간 진행된 협력사업 수
서울혁신센터를 포함한

입주단체들간 진행된 협력사업 비율

입주단체 사업 중 서울혁신센터
장소대여 사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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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과 함께 해낸 성과들 2022

2021년도와 같은 산정방법으로 비교한다면,
창출된 화폐가치의 ROI는 2021년의 0.320에서
2022년의 1.10으로 3.43배 상승하였음

2022년 입주기업의 성과 중
서울혁신센터 기여 부분에 대한 화폐가치의 투입
예산 대비 비율(ROI)는 2.27임
즉 투입 예산을 운영비와 사업비의 합으로 가정할 때,
투입 예산의 2.27배의 효과를 거두었음

화폐가치 추정 평가 총액은 2022년 기준으로 45억 수준
(4,483,602,290원)임 비록 평가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021년의 27억 수준 (서울혁신센터의 기여도를 20%로
가정한 경우 2,658,808,167원)과 비교할 때 67% 상승하였음

2021년
0.320

2022년
1.10

+3.43배

ROI

ROI

2021년

27억

2022년
45억

67%

상승
화폐가치

추정평가총액

2022년 입주기업 성과는 최근의 ESG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였고, 

각각에 대한 화폐가치 추정금액과 서울혁신센터의 기여도를 조사하였음

2022년 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 성과

사업비 + 운영비

227%

ROI

2022 예산

2022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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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 입주기업과 함께 해낸 성과들 2022

입주단체들이 직접 기여도를 평가한 사업성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용역

용역

용역

용역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예술

문화/예술

혁신환경

혁신환경

혁신환경

혁신주체

혁신주체

혁신주체

교육

교육

봉사

대형행사 주관 운영

행사 참여

외주사업운영

연구용역

음악

책

영상

전시

공연

온오프라인 플랫폼

공간

캠페인

혁신가 육성

혁신기업 육성

혁신기업 투자

교육프로그램

상담/컨설팅

봉사/자선

86,025,000 

104,068,000 

2,452,782,598 

49,761,000 

22,330,000 

144,777,374 

41,620,000 

- 

- 

52,880,233 

- 

4,703,950 

36,650,000 

- 

800,000,000 

370,285,127 

2,454,545 

133,096,663

₩ 4,301,434,490

 

- 

2,524,500 

4,082,500 

- 

-

7,000,000 

4,000,000 

- 

- 

- 

- 

- 

- 

- 

- 

- 

- 

- 

₩ 17,607,000

- 

12,000,000 

100,368,000 

- 

- 

7,000,000 

4,000,000 

- 

- 

- 

- 

- 

2,250,000 

- 

- 

6,141,800 

- 

32,801,000 

₩ 164,560,800

86,025,000

118,592,500

2,557,233,098

49,761,000

22,330,000

158,777,374

49,620,000

-

-

52,880,233

-

4,703,950

38,900,000

-

800,000,000

376,426,927

2,454,545

165,897,663

₩ 4,483,602,290성과별 소계 

(A) 서울혁신센터가 간접적으로 창출한 가치 총합

(B) 2022년 서울혁신센터 총 예산 

(C) 간접 창출된 가치의 RoI = (A) / (B)

(D) 2021년 50개 기업 기준 보정계수 

(E) 표본 수 보정한 가치의 RoI = (C) × (D)

 

₩ 4,483,602,290

₩ 1,978,153,000

2.27

50 ÷ 30 = 1.67

3.78

세부 사업별 소계사회적 성과(원)환경적 성과(원)경제적 성과(원)세부 사업사업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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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국내외 기관방문
6년간 900여건/2만여명

중앙정부 국정과제로 전국에
서울혁신파크 모델 확산 :
전국 20여개 혁신단지 조성에 기여

은평구, 은평 지역사회 공동 협력 사업 추진,
은평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변화 지원

춘천, 전주, 대전, 제주, 대만 타이중,시,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국내외
혁신 네트워크 연계 협력사업 추진

서울혁신파크, 8년의 성과 

국내 최초 사회혁신 집적단지로
전국적 확산 선도최초모델 거점모델 시민난제 해결,

혁신모델 창출 기지공간 역할

혁신단체(기업, 비영리단체, 기관 등),
중간지원조직 등 지난 7년간
누적 600여 단체, 7천여명 활동

여성, 청년, 사회적경제, 마을, 시니어,
청소년 등 서울시 정책 주요 영역
중간지원조직 입주 및 활성화

사회문제의 해법을 민, 관이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시민 난제 해결
실험장으로 역할

협업모델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시민모델 미래를 만드는 시민실험실이자

안전한 시민 공원 조성

타 지역에는 없는 시민들의 입주공간,
시민들의 공원,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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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민들이 드리는 제언

10년의 역사로 이어져 왔던 서울혁신파크의 성과와

가치를 기록하고 계승하겠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서울시의 허파와 같은 공간으로 안전하게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서울혁신파크를 벤치마킹하여 춘천, 전주, 대전, 제주, 울산 등

전국 20여곳에 혁신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서울혁신파크와 함께했고,

서울혁신파크 내에서는 10만개 이상의 사회혁신 실험과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공원으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시민실험실로 지속적으로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하루 3천여명의 시민이 사용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민실험공원으로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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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를 만들어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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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혁신파크를 만들어온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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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보고서
서울혁신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