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및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투자지원
대상 기업 모집 공고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는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는 입주사들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
도록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중소벤처기업부 2020-83호) "잡앤조이"에서 선보이는 창업보육센터(중
소벤처기업부 2021-3호)입니다.
개인의 사업적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입주사들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맞춘 업무공간과 편
의시설을 갖춘 신개념 업무 공간으로, 비즈니스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의 코치이자 동반자로서 성장단계별 직, 간접적
투자 및 압축 성장을 지원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중기 이후까지 ㈜잡
앤조이를 통해 투자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조달 등을 위한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
야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신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5G, IoT, AI, Bigdata, Industry 4.0 분야 우수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팀을 발굴 및 육성하여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는 벤처창업가들이 설립한 액셀러레이터이자 창업보육센터로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창업 및 경영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학계, 기업,
투자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자체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을 상호간 달성하기 위하여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 모집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1일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모집
○ 사업내용 :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보육, 사무공간 제공, 교육, 금융(투자), 기술
개발, 컨설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예비창업자 포함)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 센터위치 :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83, 그랜드프라자 6층 오피스원
(7호선 상동역 3번출구 100m 이내)
○ 입주부담금 : ￦500,000원부터(1~2인실 기준) ~ (월 이용료, 관리비 포함)

2. 지원 내용
○ 센터이용료(관리비) 전액 지원
○ 우편, 택배 수발신 서비스
○ 인터넷, 사무기기(프린터, 스캐너, 코팅기 등), 사무용품(A4, 기타 등), 에어컨 냉·난방 제공
○ 로스팅 커피, 일회용 종이컵(코로나 19 종식까지), 시리얼 등 식음료 제공
○ 미팅룸, 회의실, 강의실 일부 제공
○ 세무/법무/경영 컨설팅
○ 정책자금 컨설팅 제공
○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신청 대행 및 컨설팅 제공
○ 벤처기업 인증 및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컨설팅 제공
○ 소프트웨어 시험인증 대행, 컨설팅 제공
○ 홈페이지 개발, CI / BI 디자인 개발 컨설팅 제공
○ 소프트웨어 기획, 분석, 설계 컨설팅 제공
○ 정부 R&D 과제 지원 및 컨설팅 제공/ 직접 교육, 강의 제공
○ 입주 후 액셀러레이터로써 매년 기업별 1,000만원 ~ 1억원 직, 간접 투자 지원
○ 세무 회계비용 일부 지원
○ 24시간 365일 센터 개방
○ 지문인식 출입 이용
○ 사업자 주소지 등록

3.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2년 07월 01일(금) 10:00 ~ 08월 16일(화) 18:00

○ 접수기간 : 2022년 07월 01일(금) 10:00 ~ 08월 16일(화) 18:00 마감
○ 접 수 처 :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 접수 페이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office-one.co.kr/customer)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주기업 신청서
- 신분증, 기 창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이력서 1부(자유양식)

4. 선정 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 입주기업신청서 평가
○ 선정기준 : 역량, 시장성, 기업성 등 평가
○ 평가일정 및 발표 : 서류평가 후 (2022. 08. 17. 수요일) 선정업체 개별 통보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홈페이지(www.ofice-one.co.kr) 모집
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기업투자금액은 각 기업 평가 결과 및 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내부 운영 규정 등에
따라 투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향후 공모참가
제한 등 제약을 받을 수 있음

6. 문의처
○ 접수문의 : 잡앤조이X오피스원 창업보육센터 관리부
○ 이메일 : soju3607@naver.com
○ 홈페이지 : www.office-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