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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 첨단산업센터, 유망 중소기업 공개 모집

- 5월16일(목)까지 디지털콘텐츠․미디어․IT 등 업종 36개실 모집

- 고용창출 우수 여성 기업 우대,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도 중점 고려

- 임대료 주변대비 50~60%수준,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DMC 첨단산업센터, 서울의 대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유수기업 메카로 조성

-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

□ 서울시는 상암동에 위치한 DMC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할 유망 중소기

업을 오는 5월 16일(목)까지 공개 모집한다.

○ DMC첨단산업센터는 서울시가 신성장 동력산업인 디지털콘텐츠, IT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10월 개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

업 지원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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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업종은 DMC 단지 유치업종인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IT,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이며, 금회 모집하는 입주기업 공간은 36개실(11,923㎡)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16일(목)까지 접수하면 된다.

○ 이번 모집공간은 입주기업 모집 공실 및 퇴거 등으로 인한 순수 공실이

18개실(6,035.67㎡)이며, 신규 입주기업과 경쟁할 연장 신청기업은

18개실(5,887.46㎡)이다.

<고용 창출 우수 ‧ 여성 기업 우대,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도 중점 고려>

□ 이번 기업모집은 특히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여성

CEO가 운영하는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며, DMC 활성화 및 서울경

제 기여도 등도 고려 대상으로 신청 기업의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임대료 주변대비 50~60% 수준,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DMC 첨단산업센터의 입주임대료는 DMC단지의 평균 50~60% 수준이

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재)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홍보마케팅, DMC클러스터 통합 직원채용 및

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첨단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DMC 단지내 디지털 콘텐

츠 제작 공용시설 활용과 저렴한 사무실 임대비용 및 “DMC

CoNet” 가입활동을 통한 기업간 교류협력, 비즈니스 창출 등 다

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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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경쟁력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

□ DMC 첨단산업센터 입주기간은 2년이며, 기간 중 경영실적 고용 창

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과 향후사업계획, DMC활성화 기여도 등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최장 6년)

○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www.sba.seoul.kr) 또는 DMC 홈페이지(www.dmcseoul.kr)를 참

고하거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DMC운영팀(02-3153-712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김정호 서울시 투자유치 과장은 “DMC첨단산업센터에 우수한 기업

을 입주시켜 중소 벤처기업에게 저렴한 입주비용은 물론 다양한 기

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을 지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DMC첨단산업센터 개요

2. 모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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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DMC첨단산업센터 개요

□ DMC 첨단산업센터는 2008년 10월, 서울 소재 디지털콘텐츠, IT 등 발전가능

성 높은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개관한 기업지원시설이다.

○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연면적 77,190.64㎡)의 센터에는 현재 게임 영화 애

니메이션 방송 음악 등 디지털미디어, IT 소프트웨어 업체 등 총 140여개가

입주해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 DMC 첨단산업센터에는 △우수 중소기업(60여개) △영화감독존(18개) △

프로덕션오피스(12개) △프로듀서존(40개) △디자인창작스튜디오(45개) △서울

게임콘텐츠센터(18개) 및 세계 유수 연구소중 하나인 RSS (Russia Science

Seoul)연구소,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산하 준국제기구인 TEIN협력센

터, 글로벌 외국인 투자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 등이 입주해 있는 상태다.

<DMC 첨단산업센터 전경>

□ 규  모   :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77,190㎡        □주차대수 : 469대
□ 소유주   : 서울특별시(서울산업통상진흥원 운영)       □전용비율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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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DMC첨단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개요

1. 모집개요

○ 입주기업 층별 모집현황 : 총 36개실(11,923.13㎡)

  - A : 18개실(6,035.67㎡)

구분 면적 합계(㎡)

3층 317호(357.08㎡) 357.08

4층

401호(248.76㎡), 406호(198.07㎡), 412호(436.09㎡)

407호(383.89㎡), 408호(321.75㎡), 409호(275.90㎡)

410호(256.27㎡), 411호(256.27㎡), 426호(353.83㎡)

2,730.83

5층
506호(198.07㎡), 514호(437.82㎡)

516호(315.70㎡), 524호(311.78㎡)
1,263.37

6층 606호(198.07㎡), 615호(555.21㎡), 623호(619.33㎡) 1,372.61

7층 715호(311.78㎡) 311.78

합계 18개실 6,035.67

  - B : 18개실(5,887.46㎡)

    

구분 면적 합계(㎡)

2층
209호(256.27㎡), 210호(256.27㎡)

214호(233.86㎡), 216호(377.53㎡)
1,123.93

3층 306호(198.07㎡), 313호(415.75㎡) 613.82

4층
417호(357.08㎡), 418호(311.78㎡), 419호(377.53㎡) 

420호(322.34㎡), 424호(311.78㎡)
1,680.51

5층 501호(248.76㎡), 502호(482.62㎡), 520호(322.34㎡) 1,053.72

6층
616호(315.70㎡), 620호(388.09㎡), 624호(311.78㎡)

625호(399.91㎡)
1,415.48

합 계 18개실 5,887.46

 ○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구 분 입주기업

입주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서울시로 본사 소재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입주대상 

업종

- 디지털미디어 업종 : 방송, 영화, 음악 등 관련 업종

- 디지털콘텐츠 업종 : 게임, 애니메이션, 사이버 교육 등 관련 업종

- 기타 관련 업종 : IT 및 디자인 등 상기 2개 업종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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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주부담금 및 입주기간 안내

○ 입주부담금(“임대면적” 기준, 이하 동일)  

구  분 임차보증금 (월)임차료 (월)관리비

 ․ 지원시설 116,600원/㎡당 7,060원/㎡당 4,600원/㎡당

 ․ 일반기업 107,300원/㎡당 6,130원/㎡당 4,600원/㎡당

 ․ 벤처/이노비즈기업(인증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인증)
 96,800원/㎡당 5,080원/㎡당 4,600원/㎡당

○ 입주기간 

 - 2년 단위 연장 승인(2년마다 외부기업과 공개경쟁 심사후 연장 가능, 최대 6년)

4. 입주신청 및 선정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증빙서류) 10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다운로드(www.sba.seoul.kr 또는 www.dmcseoul.kr)

○ 선정절차

 → 1차 서류 심사 통과 기업에 한해 2차 프레젠테이션 발표(추후 일시 별도 통보)

 → 심사 평가후 6월중 선정결과 발표

○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3. 4. 23 ~ 2013. 5.16(목) 17:00까지

    나. 현장 설명 실시(4회 실시, 관련 문의 사항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

       - 2013. 5.2(목, 장소 DMC첨단산업센터 1층 로비, 1회 : 11:00,  2회 : 15:00)

       - 2013. 5.9(목, 장소 DMC첨단산업센터 1층 로비, 1회 : 11:00,  2회 : 15:00)

다. 접 수 처 : (121-912) 서울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1층 106호 DMC운영팀

라. 연 락 처 : Tel : 02-3153-7121   Fax : 02-3153-7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