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GSC Event Host Regulations
입주(졸업)기업 행사 개최를 위한 대관 규정
<2019.03.15.(금) 최정훈>

1. Purpose / 목적
Seoul GSC provides space for both graduates and residents to host their own
events for promot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or to benefit the larger
startup community itself. We hope our space can provide our graduates and
resident startups with a great resource to connect with potential clients
and partners. Please note that only Seoul GSC graduates and resident
startups are allowed to use our facilities to hold events.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의 홍보와 스타트업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센터 공간을 행사 장소로 제공합니다. 센터 내 행사 개최는 입주기업 및 졸
업기업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2. Usage Approval Process / 사용허가 절차
1) Application / 신청
If you wish to utilize the co-working space, seminar room, etc., for the
purpose of hosting your event, you must apply for the "Event Hosting
Request" form by submitting it online (Formstack) at least 4 weeks prior to
the event. 센터의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은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실 등을 행사
로 인하여 대여하고자 할 경우 “행사개최신청서”를 행사 4주 전 온라인(폼스
텍)을 통하여 제출하여 허가 받아야 합니다.

2) Confirmation / 승인
The Center will confirm receipt of the submitted "Event Hosting Request"
form and provide permission notification three weeks prior to the event. 센
터는 접수된 “행사개최신청서”를 확인하여 행사 3주 전에 신청자에게 허가 유
무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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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hedule / 일정
Events can only be approved to be held on the specified schedule.

Please

note that other times outside the schedule cannot be approved.
Scheduled Available Time: Weekdays & Weekends, 9:00 AM - 9:00 PM
행사 개최는 센터에서 미리 지정한 일정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에는
승인이 불가하오니 행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가능시간 : 평일, 주말 09:00~21:00

3. Usage Terms & Conditions / 사용허가 조건
Seoul GSC reserves the right to prohibit or cancel any event for following
conditions.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행사를 대여를 금
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Hosts in breach of or likely to breach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booking agreement./ 이용 규정 중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 할 가능성이 있는
개최자는 대여를 금지한다.
- The event might adversely harm the reputation of Seoul GSC. / 서울글로벌
창업센터의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행사는 대여를 금지한다.
- An event that is considered by Seoul GSC to be socially harmful or
harmful to the public at any point. /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어떠한 이유로
든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해함이 있는 행사는 대
여를 금지한다.
- In the case that the space is utilized for any other purpose than the
intended use. 신청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일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된다.
- Center events or other center operations require the space and receive
priority. 센터 행사 및 기타사항으로 센터에서 요구 시 사용을 양보한다.
- Any event that causes harm to other Residents is prohibited.타 입주기업에
게 피해를 초래하는 행사는 대여를 금지한다.
- The center may prohibit events or performances from external political
organizations, politicians, interest groups or any other external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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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외부 정치단체, 종료단체, 이익집단 등 센터운영에 방해 될 우려가 있
는 행사 주체에는 또는 관련된 행사 대여를 금지한다.
- The host is not allowed to transfer their hosting rights to others.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아니한다.
- The Center is not responsible for accidents or damages resulting from
non-compliance by the host. 사용자의 부주의․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나 피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4. Cancellation / 취소
For unforeseen cancellation of events, we require at least 2 weeks advanced
notification

so

the

space

can

be

utilized

in

other

ways.

If

the

cancellation of the event is unavoidable within 2 weeks of the scheduled
date, please let us know as soon as possible. If you do not cancel the
event in advance, approval of your event host requests in the future may be
denied. Please note that Seoul GSC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any events
without liability for the following reasons: /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해야 할 경우, 센터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소 2주 전에 통보 바
랍니다. 만약 미리 취소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행사개최를 위한 대관 승
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Usage Requirements / 사용자 의무사항
1) Facilities / 시설
Event hosts are responsible for the entire operation of their event(s)
including: fire and safety incidents, facility management, setup/cleanup of
the space(s), installation of promotional materials and equipment, etc.
Event hosts should also note that the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s to the
facilities or liabilities resulting from the event belong to the event
host.

And

please

note

that

Seoul

GSC

is

not

responsible

for

any

disputes/conflicts between the event host and participants arising from the
event. / 행사 개최자는 행사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화재 및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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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 사용 후 정리 및 청소, 홍보물 및 장비 설치 등)에 대한 책임이 있습
니다. 또한 개최자는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시설 및 법적 손상에 대한 책임
이 있으며,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행사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개최자와 참가자간
각종 분쟁에 대해 개입하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2) Parking / 주차
The Center does not provide parking for event guests and visitors for
events hosted by Residents or Graduate Residents.
parking,

there

are

available

paid

parking

lots

For guests that need
operated

by

Najin

Corporation in front of the 1st Floor Entrance as well as the 1st Floor &
2nd Floor Basement Lots.

Parking fees should be paid at the entrance/exit

directly to the operator.
센터에서는 입주(졸업)기업의 행사 방문객을 위한 주차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 나진전자월드 1층 입구 및 지하 1,2층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
며, 입/출차 시 주차 요금을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3) Logo Use / 로고 사용
Seoul GSC’s logo may NOT be used for any events.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로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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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ood and Beverages / 식음료
Event hosts should be mindful of food and beverages provided at the event
so as not to disrupt other Seoul GSC’s residents, since the center is a
working space. Please keep in mind that our center is a workspace designed
to support startups as they work on the development of their businesses.
Please prepare your own catering utensils as Seoul GSC does not provide any
such utensils for your use./ 서울글로벌창업센터는 업무 공간이므로 센터 입주
기업 및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식음료 제공에 유의해야 합니다. 센터가
스타트업의 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을 상기하여 주십시오. 또한 케이
터링 관련 물품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Cleanup Guide / 청소 가이드
Event hosts are responsible for waste disposal resulting from the event.
Please separate recyclable waste and sort them out in these categories:
plastic, glass, paper, general wasted, food waste / 행사 개최자는 행사 당일
발생하는 쓰레기 정리 및 분리수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플라스틱, 유리, 종이,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After sorting the waste, please dispose of the trash in the designated
spot, and ensure food waste is sealed. Please provide and utilize your own
garbage bags, as the center does not provide them. / 정리 후에는 지정된 장
소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 쓰레기는 밀봉하여 주십시오. 쓰레기 봉투
는 제공되지 않으니 직접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Checklist / 체크리스트
The Center Manager in charge will check the [Attachment 1] checklist with
the event hosts. / 센터 매니저가 행사 담당자와 함께
인하여야 합니다.

7) Closing & Survey / 종료 및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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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체크리스트 확

The event will be officially completed when confirmation is received by the
Community Manager of Seoul Global Startup Center. After events, Event Hosts
will receive the Event Host Survey email. Please let us know what you
thought about hosting the event at Seoul GSC through this short survey. We
will learn and implement improvements based on your feedback. / 행사는 센터
매니저가 행사 종료를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행사 후에는 행사 개최
관련 설문지가 발송되오니 작성하시어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6. Main Facilities / 주요시설
Event hosts can use Co-Working Hall, Conference Room, and Seminar Room on
the 3rd floor depending on the number of event attendees. / 행사 개최자는
참석 인원에 따라 센터 3층의 코워킹 홀, 컨퍼런스룸, 세미나룸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 Co-Working Hall / 코워킹홀
(1) Capacity: 80 people / 수용인원: 80명
(2) Equipment / 기자재
- 1 projector screen / 프로젝터 스크린 1개
- 1 podium / 강단 1개
- 2 handheld microphones / 마이크 2개
- 1 TV (65”) / TV 1개 (65인치)
- 1 RGB and 1 HDMI cable / RGB 및 HDMI 케이블 각 1개
- 1 HDMI adapter for Mac / Mac 용 HDMI 어댑터 1개
- 1 white board and markers / 화이트 보드 1개 및 보드마커
- 6 round tables and 80 chairs / 원형 테이블 6개와 의자 80개
- 2 Standing Banners / 스탠딩 안내 배너 2개
* Event hosts have full responsibility of for any issues/damages
caused by the malfunction of external equipment, or incompatibility
with SeoulGSC center equipment./이벤트 개최자는 외부 기자재 사용 및
센터 기자재와의 호환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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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be aware that event hosts may not be able to use external
equipment on the day. / 행사 당일 외부 기자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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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minar Room / 세미나룸
(1) Capacity: 30 people / 수용인원: 30명
(2) Equipment / 기자재
- 1 TV (65”) / TV 1개 (65인치)
- 1 white board / 화이트보드 1개
- 1 HDMI cable / HDMI 케이블 1개
- 15 square tables and 30 chairs / 강의식 테이블 15개와 의자 30개
- 2 Standing Banners / 스탠딩 안내 배너 2개

3) Conference Room / 컨퍼런스룸
(1) Capacity: 10 people / 수용인원: 10명
(2) Equipment / 기자재
- 1 projector screen / 프로젝터 스크린 1개
- 1 TV (65”) / TV 1개 (65인치)
- 1 white board / 화이트보드 1개
- 1 RGB and 1 HDMI cable / RGB 및 HDMI 케이블 1개
- 1 square table and 10 chairs / 큰 사각 테이블 1개와 의자 10개
- 2 Standing Banners / 스탠딩 안내 배너 2개

4) Catering Placement / 케이터링 배치
Event hosts must share details about their catering arrangements to the
responsible Seoul GSC manager no later than 7 days prior to the event. If
the manager has not been informed about the catering arrangements, Seoul
GSC reserves the right to deny catering service for the event. Also,
please note that Seoul GSC does not provide any catering items such as
napkins, straws, plates, etc. / 행사 당일 케이터링이 있을 경우, 행사 최소
7일 전에 센터 매니저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케이터링에 대해 센터에
미리 공지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케이터링 관련 물품 (냅킨, 빨대, 접시 등)은 제공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5) Banner Size / 배너 사이즈
- X Banner: 600 x 1800 mm / X 배너: 600 x 1800 mm
- Wall Banner: 800 x 5000 mm / 벽 쪽 현수막: 800 x 5000 mm
- Side Banner: 800 x 3000 mm / 스크린 쪽 현수막: 800 x 30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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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mergency Contacts / 비상연락망
- Emergency Contacts / 비상연락망
○ Fire and Emergency Injuries / 화재, 응급환자 : 119
○ Crime Reporting / 범죄신고 : 112
○ Seoul Global Startup Center (Reception) /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리셉션) : 02-718-1170
○ Najin Electronic World (Security) /
나진전자월드 (경비팀) : 02-717-0364(010-3662-9891)

- Nearby Medical Service Providers / 인근병원 위치

○ Orthopedic Clinic / 서울성심정형외과의원(정형외과) : ☏ 02-701-4864
○ General Medical Clinic / 전자랜드위원 (내과) : ☏ 02-704-9494
○ General Medical Clinic / 선인매니칼의원 (내과) : ☏ 02-717-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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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Checklist /

체크리스트

Seoul Global Startup Center Event - Final Checklist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행사 결과 체크리스트

No.

1

2

3

4

Question

Yes

No

Are all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that were used restored to their original state? /
사용된 모든 시설과 장비가 본래 상태로 원상복구 되었는가?

Is the catering area cleaned and all waste properly disposed in the designated spot? /
케이터링 공간이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폐기 되었는가?

Are all placed banners removed clearly? /
비치되었던 현수막 및 배너가 모두 제거되었는가?

Is the feedback survey about event hosting provided to the host? /
행사 개최 관련 설문에 대한 안내가 개최자에게 전달되었는가?

점

검

일 : 2019.

점

검

자:

(싸인)

행사담당자 :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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