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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터 서비스
GARAGE STARTER SERVICE
처음 사업을 시작해 사무실 임대 비용이 부담스러운 초기 사업자를 위한 주소지 임대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스타터 서비스, 이럴 때 필요하다!
외근이나 영업으로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하는 빈도가 낮을 때
❏

❏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가 필요할 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서 고객사와 미팅을 자주 해야 할 때
❏

사업과 관련된 중요 우편물 관리가 필요할 때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 가능한 계약기간, 그리고 가라지만의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누리며 안정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가라지만의 제휴 혜택 확인하기

Meeting Room
회의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회의실 예약하기_GAdjet APP
1.

가젯 어플 다운로드

2.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로그인
*최초 회원가입 시, 지점 매니저에게 초대코드 요청

3.

이용 지점 선택 후 회의실 예약

*주 1회 1만 크레딧(1시간) 무료제공
** 소진 후 추가 크레딧 구입 가능

LOUNGE
라운지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라운지 사용방법
1.

리셉션에서 멤버 여부 확인(신분증 지참)

2.

전 지점 / 주 1회 / 영업시간 내내 OK

3.

우편물 방문 수령 시, 하루 30분 OK

4.

스낵 / 커피/ 시리얼/ 우유 무제한 제공

5.

음료도 구매 이용 가능

* 외부인의 경우 이용시간 4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지방 출장 시, GARAGE 목포점과 대전점을 이용해 보세요:)

Post Alarm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

- 발송처를 표시한 이메일 알림 제공

우편물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 도착 후 30일간 보관

1. 가젯 로그인 (회의실 예약법과 동일)

- 매니저 상주시간에 방문 수령 가능

2. 하단 메뉴 - 스토어 - 서비스 - 구매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우편물 부가 서비스 (유료)
스캔 / 팩스 / 택배 / 퀵 서비스 수령 가능
-국세청 세무서 우편물은
[홈텍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전자고지 신청]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크레딧 = 1원

3. 스토어 내 희망하는 상품을 구매
* 크레딧 부족시 → 내정보 - 크레딧 → 크레딧 구매

[주의사항]
* 구매한 크레딧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결제한 크레딧보다 실제 배송요금이 높게 책정될 경우,
차액에 대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G-ROUND
그라운드

그라운드( G-ROUND )는 무엇인가요?
그라운드( G-ROUND )는 GARAGE 멤버분들의 원활한 비지니스 서포트를 위한 맞춤형 비지니스 플랫폼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정보와 네트워킹, 지원 서비스를 모두 누려보세요!

1

2

3

4

정부지원금 혜택
소개 및 제안

컨설팅 진행

가라지 멤버(입주사)
현황 및 정보 공유

내, 외부 네트워킹
참여

[신청 방법]
하단 링크를 통해 문항 기재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PKh4PzxbYuV4pW61k-BKKYcR4gzUb0KtRgWX3-OXnvo/edit
[문의 : support@thegarage.kr]

GARAGE 회계경영어드바이스그룹
가라지 회계경영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세요!
비용_부가세 별도

[신규 사업자]
[법인] : 등기 수수료 지원(30만원 상당)
/ 기장료: 월 15만원부터
[개인] : 1개월 기장료 지원 / 개인사업자 월 8만원부터

[기존 사업자]
[법인] : 1개월 기장료 지원 / 법인사업자 월 15만원부터
[개인] : 1개월 기장료 지원 / 개인사업자 월 10만원부터

[조정료]
[신규 / 기존사업자] : 법인 60만원 / 개인 40만원
* 단, 회사의 인력 및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타 법무비용]
설립 후 발생하는 기타 등기비용(본점이전 등)은 법무사 보수표 기준 20% 할인 가능

[무료 상담받기]
https://forms.gle/4QpVhUJKBFPbHjXXA
[문의 : gabag@thegarage.kr]

GARAGE 홍보 서비스
가라지가 멤버분들께 갑니다!
GARAGE에서는 매달 가라지 멤버분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인터뷰에 담아 발행합니다.

GARAGE
INTERVIEW

가라지 멤버 홍보 서비스

상품 런칭 소개/할인 이벤트/강연/(온, 오프라인)행사/ 모임 등
신규 소식이 있으신 멤버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라지에게 알려주세요!

[신청 방법]
하단 링크를 통해 회사명과 담당자 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KAe8SFWRvUFkBJ33duRGXhBfX
6V_Ilyx8n8lCufHpZuhiQ/viewform

멤버 여러분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문의 및 신청 : pr@thegarage.kr]

아이케어닥터 _ 김민승 대표님 & 김보경 이사님
신논현점 입주멤버

전자 계약 / 회의실 예약 / 결제 / 우편물 스토어 등 자동화된
플랫폼 시스템을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GARAGE가
유일하여서 좋았습니다.

Client
Feedback

가라지를 이용하는 멤버들 이야기

IR KOREA _ 최효재 대표님
선정릉점 입주멤버

일단 위치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공간 전체에 채광이 너무
좋더라구요.

케이컨설팅 _ 김용민 대표님
교대점 입주멤버

커뮤니티 매니저님들의 문제 해결 속도가 참 빠르다는 것이에요.
불편한 점이 있어서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해결해주셔서
만족스럽습니다.

Contract Extension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

연장 안내메일 확인

이용료 납부

계약서 서명

계약종료 D-21
연장/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 발송

계좌 이체 / 카드 결제

가젯 로그인 후 서명요청확인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인감 업로드

계약 연장 혜택
GARAGE Original beneﬁts

6

❏

회의실 주 2시간 무료 이용 (2만 무료 크레딧 제공)

12

❏
❏

회의실 주 3시간 무료 이용 (3만 무료 크레딧 제공)
계약기간 1개월 무료추가 (총 13개월)

24

❏
❏

회의실 주 3시간 무료 이용 (3만 무료 크레딧 제공)
계약기간 2개월 무료추가 (총 26개월)

NOTICE
유의사항
●

계약 종료 14일 이내 연장 /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2주간 자동 연장되며 보증금은 소멸합니다.

●

계약 종료 14일 이내 종료의사 전달, 종료 후 2주 이내
주소지 미 변경 시 보증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Q&A
주말/주중 6시 이후에 회의실 이용 가능한가요?

방문 시 주차는 가능한가요?

출입권 30,000원 구매 후 회의실 및 공용공간 사용 가능합니다.

건물 내 무료 주차는 불가하나, 지점마다 가까운 유료 주차장 및

사전에 해당 지점에 요청하신 후 출입카드/지문 등록 진행됩니다.

주차조건이 다르니 방문 전 해당 지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카드의 경우 미반납시 재발급 비용 30,000원 발생합니다.

신규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되나요?

회의실은 어떻게 출입하나요?

주민등록번호로 우선 발행되며, 계약서 전달 시 수취분전환법이

해당 지점 리셉션에서 멤버 확인 후 임시 출입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내된 매뉴얼을 제공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실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방문 시 복합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1년에 1번 무료로 라운지, 회의실 그리고 공실에 한하여 실사 지원이

흑백/컬러 구분없이 10매에 2000원이 청구됩니다.

가능합니다. 개별 문의사항은 지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복합기 사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지점 매니저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GARAGE Contacts
[선정릉점] 02-564-40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78 7층

[교대점] 02-522-40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 31

[강남점] 02- 554-1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2,3층

[신논현점] 02-6205-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79 신논현타워 B1

[목포점] 061-242-4025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93-1 3,4,5층

[약수점] 02-2238-402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4길 19 고마운빌딩 1-5층

[대전점] 042-482-4025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17번길 66 12층

[구리점] 031-555-4025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7,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