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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개
1. 인천 스타트업파크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 (송도동93)

📍 운영체계

운영 주체

운영 공간

지원사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스타트업파크 전체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 총괄

인천테크노파크

인스타 I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신한금융그룹, 셀트리온

인스타 II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팅, 글로벌 멤버십 프로그램

📍 운영목표 : 실증자유특구를 기반으로 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실증, 투자, 글로벌 진출을 지원
- 협력 생태계 조성 : 스타트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발굴
- 실증자유특구 조성 : 인천 전역의 스타트업 테스트 베드화 추진
- 인천 스타트업파크 전용펀드 조성 및 민간 및 인천시 펀드 연계 IR 추진
- K-글로벌 허브 구축 :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유망 스타트업 유치
1단계
2019~2020 : 기반조성
-

공간, 플랫폼, 인프라 구축
실증자원 확보

2단계
➡

2021~2022 : 거버넌스 확립
- 실증 및 글로벌진출 체계 수립
전용펀드 조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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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023~2025 : 글로벌 진출

➡
-

In-Out 바운드 진출
실증고도화 및 확대

I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개
2. 건물별 안내

1⃣ 인스타 I
- 스타트업 제품 테스트를 위한 실증시설 및 시민대상 행사, 세미나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주도형
스타트업 지원 시설 조성 ❗ 1F 로비 및 6F 써밋테라스는 시민 개방 공간
- 로비, 사무실 44실, 오픈 30석, 회의실 16실, 교육실, 홍보관, Big Data 지원센터, AIoT 실증지원랩, 5G
오픈랩, 오픈서재 등 6개층(1F ~ 6F) 구성 ❗ 2F MICE 지원센터 제외

2⃣ 인스타 II
- 스타트업,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 입주 공간으로 구성하여 민간주도형 스타트업 기업 지원
시설 조성
- 사무실 18실, 오픈 120석, 회의실 22실, 교육실, 피트니스룸, 휴게공간, 스튜디오, 수면실, 운영사무국
등 3개층(B1F ~ 2F)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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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개

3⃣ 인스타 III
- 입주기업 및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조성(예정)

4⃣ 중앙광장(스타트업 아레나)
- B1F 상가(판매시설 입주예정)와 연결
- 초대형 사이니지(전광판) 이용 가능(포털 서비스)
- 스타트업 및 시민 참여 네트워킹 행사 진행 예정(202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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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천 스타트업파크 소개
3. 입주 안내
📍 입주 자격
✅ 입주모집 최초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스타트업
✅ 인천 스타트업파크 지원 사업 참여기업만 가능(공고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인스타II 입주는 별도의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 지원사업을 통함

📍 입주 절차
- 지원사업 모집공고 ➡ 지원사업 선정 ➡ 기업성장 ➡ 사업 별 우수기업 선정 ➡ 계약 ➡ 입주

📍 입주 혜택
- 인천 스타트업파크 오피스(업무 시설) 지원 *사용료(관리비, 실비 등) 별도
- OA, 코팅기, 제본기 등 각종 사무장비 등 지원
- 공용시설(네트워킹 라운지, 회의실, 피칭 연습실, 오픈서재 등) 무료 이용
- 사업화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참여 가능(예정)
- 입주기업 대상 네트워킹 지원 및 세미나 개최(예정)
- 인천 스타트업파크 ‘실증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참여 시 혜택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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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II 시설 및 이용 안내
1. 업무시설 안내
📍 입주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업무시설 (운영포털을 통한 예약 필요)

공간명

내용

비고

오피스/멤버십오피스

입주기업 업무공간

입주기업 별 지정

회의실

입주기업 회의공간

예약 후 이용 가능

화상회의실

회상회의 시스템 구축된 회의공간

예약 후 승인 필요

교육실/브릿지I,II

세미나, 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 공간

예약 후 승인 필요

핫데스크/워크스테이션

도서관형 1인 업무 공간

자유이용/ 입주기업 별 지정

OA룸

업무를 위한 복합기, 제본기, 세단기, 코팅기 등 이용 공간

-

커넥트홀

IR피칭 및 교육, PT발표, 행사 등 다목적 공간

예약 후 승인 필요

스튜디오

제품 소개 및 시연 영상, IR피칭 등 촬영 스튜디오

예약 후 승인 필요

심야존

24시간 자율 냉난방이 지원되는 업무시간 외 심야 업무공간

자유이용

2. 편의시설 안내
📍 입주기업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편의시설
공간명

내용

비고

휴게라운지

간단한 미팅 및 휴게를 위한 공간

인스타 I M5F, 인스타 II 오픈스테이션 등

오픈서재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비치된 공간

오픈서재 외 도서 반출 불가

다이닝룸/ 키친라운지

식사가 가능한 휴게 공간

전자레인지 이용 가능

써밋테라스/ 옥상정원

휴식 및 행사를 위한 야외 공간

-

수면실

조용한 휴식을 위한 수면공간

인스타 I 은 베개, 담요 등 개인지참

피트니스룸

간단한 운동기구가 비치된 체력단련 공간

-

우편함/ 무인택배함

입주기업별 우편함 및 무료사용 무인택배함

-

Relex Room

명상이 가능한 힐링공간

-

힐링박스

안마의자가 비치된 휴식공간

흡연부스

흡연부스 이외의 공간에서는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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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설 및 이용 안내
3. 시설이용 안내
📍 오피스/ 멤버십오피스
구분

내용
▶ 오피스 내 설치된 인터넷 포트 사용
- 입주 후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신버시스 이용신청서(IP갯수 등) 제출 필요
- 이후 각 입주기업당 할당된 IP주소 입력
- 인터넷 서비스 무상제공, 기존 인터넷 해지 비용은 입주기업 부담

인터넷 연결

❗ 기존 통신사가 KT인 경우 위약금 면제 혜택
- 별도 네트워크(공유기, 공인IP 등) 구성 : 인천테크노파크 구내통신 담당자 사전협의 필수
- 📞 구내통신 담당자 : 인천테크노파크 권문혁 대리 032-228-1220
- 업무용/ 공용 WIFI 사용 가능
🔑 업무용 (ID) startupworking, (PW) insta2020 / 공용 (ID) startuppark, (PW) 없음
▶ 신규번호 사용
- 건물 내 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입주기업(사용자)별 서비스 신청 및 사용요금 납부
- 타 통신사(LG U+, SK) 서비스 사용 불가, 시중가의 약 50% 수준으로 이용 가능
- 인터넷 전화의 경우 기존 전화기 사용 불가(서비스 신청 시 전화기 별도 지급)

전화선 연결

▶ 기존번호 사용
- 건물 내 고유번호와 기존번호의 매친(착/발신 전환) 작업 필요
- 기존 통신사에 정지 및 착신서비스 개별 신청 필요
- 📞 통신 서비스 및 운영정책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권문혁 대리 032-228-1220
- 📞 인터넷 전화 및 일반 전화 서비스 신청 문의 : KT 안기업 소장 010-5502-6744

프린터 및 팩스 연결

▶ 드라이버 설치 및 등록(로그인) 후 사용 가능
❗ 설치 및 등록 가이드 별첨 확인
- 📞 사용 및 오류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김은재 주임 032-228-1218
▶ 중앙통제 시스템으로 운영
- 운영시간 : 09:00 ~ 18:00

냉난방 관련

- 시간외(주말 및 국경일 등) 난방 필요시 통합 방재실로 문의
- 📞 불편사항 및 개선 요청 : 통합방재실 032-45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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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설 및 이용 안내
📍 편의시설
구분

내용
▶ 인스타 I : 3F 휴게라운지(306호), 5F 라운지(M5F 제외), 다이닝룸(5곳), 써밋테라스

취식가능 공간

▶ 인스타 II : 1F 오픈스테이션, 2F 키친라운지, 옥상정원
🚫 이외의 공간에서 식사 불가(오피스, 회의실 등)
▶ 취사 및 개인 화기 사용 불가
▶ 커피캡슐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지참 후 커피머신 이용, 사용한 캡슐은 싱크대 아래 초록색 백에 분리 배출

다이닝룸 이용

▶ 다이닝룸 공용 냉장고 및 싱크대 등 독점 금지
🚫 개인 냉장고 사용 불가
▶ 운영사무국은 냉장고 내 개인음식 등 분실에 대한 책임 없음

우편(택배) 수취

쓰레기 처리

▶ 인스타 I, II 1F에 위치한 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이용
❗ 등기우편 등 1F에서 인계 필요
▶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 봉투 및 전용용기에 담아 싱크대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
❗ 도시락 등 배달음식 용기는 물로 헹궈서 분리 배출 필수(헹구지 않고 배출시 미화담당자가 헹구게 됨)
▶ 일반 및 분리배출 쓰레기는 분리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4. 시설예약 안내
📍 시설은 운영포털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함
구분
예약시설

내용

이용시간
평일/주말 24시간 이용가능
(하루 예약시간 : 최대 3시간)

▶ 운영포털에서 예약 후 관리자 승인 없이 이용 가능
- (인스타 I, II) 일반 회의실

예약승인시설

▶ 운영포털에서 예약 후 관리자 승인 필요
- (인스타 I) 화상회의실(101호), 교육실(408호,409호)
커넥트홀(601호), 스튜디오(M507호)
- (인스타 II) 스튜디오(B104호)

자유이용시설

▶ 운영포털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예약, 예약승인시설 외의 모든 시설

관리자 승인 후 이용
❗ 최소 하루 전 예약필요(당일대관 불가)

❗ 운영시간은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설 내 이용 가능한 장비들은 관리자 협조 하에 이용 가능
📞 주말에 시설 이용 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2-459-2119)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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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말 24시간 이용 가능

II 시설 및 이용 안내
5. 출입 안내
📍 출입카드
- 입주기업 등 인천 스타트업파크에 상주하는
임직원은 모두 개별의 출입카드를 발급받고,
패용(휴대)하여야 함
- 출입카드 발급은 III. 운영포털 서비스 안내(p.19) 확인
📍 업무시설 출입
- 공용공간을 제외한 오피스에는 해당 입주기업의
임직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며, 재물조사 및 방역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방재실/ 스타트업파크
센터(운영사무국)의 출입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안내 및 공고를 통함
❗ 모든 공지는 운영포털 확인
- 입주기업 오피스 출입 시, 소속된 임직원의 출입카드 외 타 기업 임직원 출입카드는 작동 안됨
🚫 업무시설 출입문에 추가적인 개별 잠금장치 설치 불가
- 외부 손님 방문증 카드는 별도 신청불가하며, 각 입주기업 담당자의 출입카드로 응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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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설 및 이용 안내
📍 출입문 개방 시간(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문 제한 사용)
❗ 출입문 개방 시간 외에는 출입카드 태그를 통해 출입 가능

- ⏰ 인스타 I : 07:00 ~ 22:00 (1F 정문, B1F 지하철 연결 출입문)

- ⏰ 인스타 II : 07:00 ~ 22:00 (1F 출입문)

📍 외부인 출입 통제
구분
우편물 및 택배

음식배달

출입 통제
- 인스타 I, II 1F에 위치한 우편함 및 무인택배함 이용
- 코로나-19 체온 체크 기기 앞 및 출입문 밖에서 인수
🚫 건물 안으로 배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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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시설 및 이용 안내
6. 주의사항
📍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 모든 시설은 종교, 정치 및 영리 목적의 대관 불가
- 예약한 시설 및 시설 장비는 사전 협의된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함
- 모든 시설 내 기물 및 장비의 소유권은 인천 스타트업파크에 있으며,
훼손 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인스타 I M5F 오픈서재의 책은 라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반출 불가함
❗ 적발 시 운영사무국은 법적인 책임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기물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운영사무국에 즉시 연락 해야함
- 시설 이용 후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소등 및 출입문을 닫고 퇴실
- 개인물품 분실 시 운영사무국은 책임지지 않음
- 건물 내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써밋테라스 및 옥상정원 포함)
-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흡연부스)에서만 가능(인스타 II 입구 쪽 위치)

흡연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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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안내문

III. 운영포털 서비스 안내
1. 가입 안내
2. 출입카드
3. 시설 및 장비 예약
4. 빅데이터/AI 플랫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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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포털 서비스 안내
1. 가입 안내
📍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포털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tartuppark.kr
- 공식 모바일앱 : ‘인천 스타트업파크’ 검색(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지원)
-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모든 서비스는 운영포털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모든 스타트업 임직원은
운영 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필수
❗ 시설예약 및 출입카드 발급, 이용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회원 가입’ 및 ‘조직원 추가’ 필수
📍 가입 및 등록
- 기업회원 가입 : 입주기업 당 1개 계정을 기업회원 가입을 통해 생성 후 임직원 계정 조직원 추가
- 개인회원 가입 : 기업의 모든 임직원 개인회원 가입 필수
- 조직원 추가
: 기업회원 계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업정보관리 ➡ 기업조직원 정보 ➡ 조직원 추가
- 홈페이지 이용 : 기업회원 계정 또는 개인회원 계정으로 이용 가능(공간 예약 등)
❗ 회원가입한 개인정보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취급함
📍 상세 메뉴얼
- 홈페이지 ➡ 알리미 ➡ 공지사항 ➡ ‘홈페이지 메뉴얼 공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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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포털 서비스 안내
2. 출입카드
📍 출입카드 발급(무료)
- 초기 입주 및 신규인원 채용 시 출입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신청
- 기업계정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입주기업전용 ➡ 입출입카드 신청 ➡ 발급신청
- 발급신청 이후, 담당 관리자가 확인 후 카드발급 관련 안내(3일 이내)

📍 출입카드 재발급(유료, 약 2주 소요)
- 카드 훼손 또는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발생(카드 : 5천원, 케이스 : 8천원, 각각 구매 가능)
- 카드신청 시 하기 담당자에게 입주한 건물명(인스타 I/ II), 기업명, 신청자 이름,
구매품목(카드/케이스/목걸이) 내용을 메일로 발송
📍 사원증 재발급 담당자
📞 마이즈컴퍼니 강지영 주임 : 010-4097-0205 📩 arbiter77@mizecompany.co.kr
📞 김영철 과장 : 010-3594-6640 📩 hluck@mizecompan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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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운영포털 서비스 안내
3. 시설 및 장비 예약
📍 시설예약
- 인천 스타트업파크 모든 예약시설은 운영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 가능
- 회의실은 계정 당 하루 최대 3시간 까지 예약 가능
📍 디지털사이니지 예약
- 디지털사이니지는 전광판, 멀티비전, 키오스크 등을 말하며, 대내외 인천 스타트업파크 홍보
및 시설 안내를 위해 운영되며, 입주기업이 대내외 홍보할 수 있도록 신청 예약 서비스 제공
📍 예약 방법
- 기업계정 로그인 ➡ 사이니지 이용 예약 ➡ 관리자 승인 ➡ 디지털 사이니지 이용
❗ 송출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인천 스타트업파크 관리자와 협의 후 송출 가능

4. 빅데이터/ AI 플랫폼 신청
📍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입주기업을 위한 가상화 테스크탑 서비스와 빅데이터/AI 를 개발할 수
있는 PaaS/ IaaS 환경을 무상으로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포털을 통해 확인
📍 신청 방법
- 기업계정 로그인 ➡ 인프라/플랫폼 ➡ 빅데이터/ AI ➡ 신청하기
📍 빅데이터/ AI 사업 담당자
📞 인천 테크노파크 한상범 주임 : 032-228-1204
📞 인천스마트시티(주) 노형준 책임 : 010-460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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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안내문

IV. 장비이용
1. 보유 장비
2. 장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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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장비 이용
1. 보유 장비
📍 대여용 장비
- 운영포털 내 예약 및 승인 시스템을 통한 개방(시간 제한 있음)
비품명

내용

대여방법

- 단체 교육 및 행사 시 이용
- 40대 보유

운영포털 예약(승인제)

- 사진 및 영상을 위한 장비 완비
(삼각대, 조명, 마이크, 스크린 등 포함)
- 스튜디오 : 인스타 I M507/ 인스타 II B104

운영포털 예약(승인제)

휴대용
빔 프로젝터

- 단체 교육 및 행사 시 이용
- 1대 보유

운영포털 예약(승인제)

무선청소기

- 간단한 청소 가능
- 2대 보유

노트북

스튜디오 촬영 세트

전화 및 방문

📍 공용부 장비
- 무료로 상시 개방(특정 소모품 기업 지참)
비품명
복합기

내용

설치장소

- 용지 개별 지참

인스타 I ~ II OA룸

❗ 설치 및 등록 가이드 별첨 확인
- 세단기 봉투 제공(꽉 찼을 시 봉투교환, 봉투는 OA룸 캐비닛 왼쪽 하단에 위치)

인스타 I ~ II OA룸

- 책자 제작 가능(사용안내서 OA룸 캐비닛 오른쪽 상단에 배치)
- 소모품 개별 지참

인스타 I ~ II OA룸

코팅기

- A3 사이즈까지 코팅 가능(사용안내서 OA룸 캐비닛 오른쪽 상단에 배치)
- 소모품 개별 지참

인스타 I ~ II OA룸

3공 천공기

- 책자 제착 및 문서철 가능(사용안내서 OA룸 캐비닛 오른쪽 상단에 배치)
- 소모품 개별 지참

인스타 I ~ II OA룸

- 대형 사이즈 인쇄물 출력 가능
- A0 사이즈 기본 백상지 제공
- 드라이버 다운(엡손 SC-T5200) 다운로드 후 사용
- USB 연결선 운영사무국(인천테크노파크)에서 대여

인스타 I 5F OA룸

문서세단기
링제본기

플로터

커피머신

- 캡슐 개별지참
- 초록색 전용 봉지에 캡슐 분리배출

인스타 I ~ II 다이닝룸/ 키친라운지

📞 전용 봉지 필요 시 032-228-1218로 전화
전자레인지
안마의자

- 성능 : 23L , 1,000W
- 음식 자국 등 바로 닦아 깨끗히 유지

인스타 I ~ II 다이닝룸/ 키친라운지

- 신발을 벗고 깨끗히 사용
- 다음 사용자를 위해 이용시간은 15분 자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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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I M5F 휴게라운지
- 인스타 II B1F B105

IV 장비 이용
2. 장비 대여
📍 대여용 장비
- 노트북
구분

주요 내용
- 인천 스타트업파크 운영포털(통합예약)에서 1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
❗ 사용 24시간 전 예약 필수
- 모델 : LG 그램(15인치 15대, 17인치 25대)
- 구성 : 노트북 가방, 노트북, 마우스, 충전기, LAN 젠더

예약

- 1인 대여 수량 1대 ~ 40대
- ⏰ 이용가능 시간 10:00 ~ 17:00 (월~금/ 주말 및 공휴일 대여 시 담당자 확인)
🚫 인천 스타트업파크 I, II 외부 반출 불가
이용

- 수령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에서 직접 수령
- HWP(한글 워드프로세서), MS OFFICE 설치 완료
- 반납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
❗ 반납 시 담당자 확인 필수

반납
- 반납 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모두 삭제 필요
❗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는 대여자에게 있음
🚫 불법 SW 및 게임 등 업무 외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불가

주의사항

- 노트북 충전 상태가 100% 충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충전을 고려한 대여시간 설정 필요
- 당일 반납 필수
❗ 반납 날짜가 당일이 아닐 경우 운영사무국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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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장비 이용
- 스튜디오 촬영 세트
구분

주요 내용
- 운영포털(통합예약)에서 오전/ 오후 단위로 예약 가능
❗ 사용 24시간 전 예약 필수
- 장비들은 스튜디오(인스타 I M507/ 인스타 II B104)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본 세트는 패키지 이므로 카메라 등 각 장비별 예약 불가

- 스튜디오 촬영 세트 구성
위치

품목

모델명
- (카메라) Canon EOS R5

카메라 + 렌즈

예약

인스타 I
M507

- (렌즈) Canon RF 50 F1.2L IS USM
Canon RF 28-70 F2L IS USM

삼각대

MK190X PRO3-BH12

조명

룩스패드 K63H 투스탠드

짐벌

페이유 AK4500

프롬프터

Cubic 19(19인치)

휴대용 마이크

DEITY D-3 Pro

스크린(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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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IV 장비 이용
구분

주요 내용

위치

품목

모델명

사진

- (카메라) Canon EOS R6
카메라 + 렌즈

예약

- (렌즈) Canon RF 24-105 F4L IS USM

삼각대

주닉스 HDV-2000

조명

팔방미인 iU-1000B 1라이트

짐벌

Weebill LAB 3축 짐벌

휴대용 마이크

Canon DM-E1

스크린(4종)

-

인스타 II
B104

- ⏰ 이용가능 시간 (월 ~ 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오전) 10:00 ~ 14:00/ (오후) 14:00 ~ 17:00 단위로 예약 가능
이용

❗ 점심시간(12:00 ~13:00) 동안은 입실 및 반납 확인 불가

- 수령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 인스타 II 102호 신한스퀘어브릿지(운영사무국)에서 수령

반납

- 반납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인스타 II 102호 신한스퀘어브릿지(운영사무국) 담당자 확인
후 반납 완료(초기 세팅 확인)
❗ 본인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등 유출 시 책임소재는 대여자에게 있음
- 메모리카드는 사용자 별도 지참

주의사항

- 노트북 충전 상태가 100% 충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충전을 고려한 대여시간 설정 필요
- 당일 반납 필수
❗ 반납 날짜가 당일이 아닐 경우 운영사무국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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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장비 이용
- 휴대용 빔 프로젝터
구분

주요 내용
- 운영포털(통합예약)에서 1시간 단위로 예약 가능
❗ 사용 24시간 전 예약 필수
- 모델 : LG 시네빔 4K
- 구성 : 빔 프로젝터, 리모콘

예약

- ⏰ 이용가능 시간 10:00 ~ 17:00 (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

🚫 인천 스타트업파크 I, II 외부 반출 불가
- 수령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에서 직접 수령

반납

주의사항

- 반납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
❗ 반납 시 담당자 확인 필수
- 당일 반납 필수
❗ 반납 날짜가 당일이 아닐 경우 운영사무국의 승인 필요

- 무선청소기
구분

주요 내용
- 전화 및 운영사무국 방문을 통한 대여
📞 인스타 I : 032-228-1218 / 인스타 II : 032-228-1700
- 모델 : LG 코드제로 A9S

예약

- ⏰ 이용가능 시간 10:00 ~ 17:00 (월~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용

🚫 인천 스타트업파크 I, II 외부 반출 불가, 간단한 청소 및 정리 목적에 한해 개방
- 수령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에서 직접 수령

반납

- 반납 : 인스타 I 102호 스타트업파크센터(운영사무국) / 인스타 II 102호 신한스퀘어브릿지(운영사무국)
❗ 반납 시 담당자 확인 필수
- 당일 반납 필수

주의사항

❗ 반납 날짜가 당일이 아닐 경우 운영사무국의 승인 필요
- 반납 시 청소기 먼지통 비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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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안내문

V. 주차 안내
1. 주차 위치
2. 주차장 이용안내
3.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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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차 안내
1. 주차 위치

2. 주차장 이용안내
구분

내용

운영시간

월요일 ~ 일요일(매일)

개방시간

06:00 ~ 24:00

주차지원

344대

비고
명절 및 국경일 미운영
23시 이후 퇴실자는 방재실 연락 필요
📞 방재실 : 032-459-2119

일반형

315대

소형

18대

장애인용

11대

전기차 충전소 6대
❗ 충전만 가능, 주차 불가
-

이용제한

2.0m 높이 차량 이용 제한

이용요금

요금 무료(~ 요금 관련 규정 수립 시 까지, 외부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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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수립 이후 제한된 시간 무료 예정

V 주차 안내
3. 준수사항
📍 출입 차량은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해야 하며,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상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함
📍 차량 내 귀중품 보관등에 따른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
📍 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함
📍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견인료, 보관료 등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함
📍 본 안내문에 지정되지 않은 내용은 운영사무국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건물 출입구 통제
- 지하 주차장 주차 후 인스타 I 출입구를 통한 건물 출입
- 인스타 II 입주기업(방문객)도 동일하게 인스타 I 출입구를 이용하여 이동
- 지하 2층 엘리베이터는 이용할 수 없으며, 지하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한 뒤 지하 1층에서 체온체크
및 방문객 등록( QR코드 체크인) 후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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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안내문

VI. 문의 및 지원담당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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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문의 및 지원담당
▪ 담당자 연락처
📍 방재(관리)실
담당자

통합방재실

문의 내용
- 시간외(주말/야간) 출입
- 인터넷, 전기 전원 연결 관련
- 냉/난방 관련(시간외 냉/난방 작동 등)
-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 소지품 분실 시 문의
- 주차장 이용 관련(주차장 개방 요청 등)

전화번호

비고

032-459-2119

시설 관련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접수

전화번호

비고

📍 인천테크노파크(인스타 I)
담당자

문의 내용

장민경 주임

- 입주기업 관리 통합 문의

032-228-1222

-

김은재 주임

- 장비 이용/예약

032-228-1218

복합기, 노트북 등

권문혁 대리

- 통신 서비스 및 운영정책 문의
- 주차 시설 이용

032-228-1220

인터넷, 전화선 연결 오류 등

한상범 주임

-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예약, 이용, 대관
- 운영포털 서비스 이용 관련(가입 및 출입카드 등)

032-228-1203

인스타 I 시설/공간 이용 관련 등

이은정 주임

- 인천 스타트업파크 지원 프로그램 문의
- 스타트업 입주 안내 관련

032-228-1208

-

전화번호

비고

032-228-1700

인스타 II 시설/공간 이용 관련 등

📍 신한 스퀘어브릿지(인스타 II)
담당
운영지원팀

문의 내용
- 인스타 II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등 통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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