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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11-1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목적

  창업기업에게 저렴한 입주공간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지원대상

  사업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sp.or.kr 또는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접수

 선정(지원)절차

 지원내용

  입주기업 및 창업자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주변시세의 60~70%) 및 개방형 창업 공간 제공 

  시제품제작소 운영지원(7개소*)

    * 성남(판교), 의왕, 양주, 부천, 남양주, 고양, 안양

  마케팅, 사업화, 경영지원, 네트워크, Scale-up 등 기업맞춤형 창업지원

  운영현황

남부
(7개소)

전용면적
(㎡)

입주
규모

월 임대료
(원/3.3㎡)

월 관리비
(원/3.3㎡)

북부
(8개소)

전용면적
(㎡)

입주규모
월 임대료
(원/3.3㎡)

월 관리비
(원/3.3㎡)

성남 716 13 15,290 3,850 고양 1,958 19 16,335 2,200

부천 876 12 7,700 16,500 남양주 1,087 9 8,800 13,200

안양 2,608 32 13,640 11,000 파주 215 개방형(20석) - -

김포 1,053 12 16,500 5,500 의정부1 1,140 13 7,678 16,500

안성 1,090 15 14,300 3,850 의정부2 332 10 17,248 12,320

의왕 340.43 8 - 27,500 양주 5,229 33 13,200 2,970

판교 660 13 - 30,460 구리 509 6 11,000 15,400

포천 120 개방형(10석) - -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이찬영 031-8030-4273

벤처기반팀 벤처기반팀
팀장 안경우 031-830-8501

대리 최영준 031-259-6079

센터별 모집공고

(수시 모집)
신청·접수

심사(1차 서류, 

2차 대면)

입주기업 선정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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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목적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녹색성장분야 등 혁신분야 창업자들에게 개발 입주공간 및 투

자연계 지원으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경기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기술창업자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한 공고 기간 내 보육신청서 방문 제출

 지원절차 

 지원내용

  창업기업 전용사무실 제공(임대료 무상지원)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특허 출원 등 사업화 지원

  투자회사와 연계하여 입주기업에 투자유치 전략 제시 및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 R&D 지원사업 안내 및 컨설팅을 통한 사업 수주 지원

  신제품 개발, 마케팅 등 진흥원 지원사업 연계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차장 남상혁 031-259-6092

대리 이주호 031-259-6187

제6부 창업지원

보육신청서

방문 제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선정 통보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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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술창업 지원프로그램

 사업목적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를 원스톱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대상 : 도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규모 : 25개사(명)

  신청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예비창업자)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예정인 예비창업자(협약 후 사업자등록 必) 

   * (초기창업자) 경기도 내 소재한 창업 3년 미만의 창업자

  지원분야 

   * (기술창업)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등

   * (지식창업) 콘텐츠, 출판, 방송 영상업 등

   * (아이디어창업) 공예/디자인, 식료품, 아이디어 상품 등

   * (IT창업) S/W, 앱, 플랫폼 개발 등

   * (4차산업창업) 무인 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3D프린팅 등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홈페이지 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비, 재료구입비, 외주용역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홍보·마케

팅비 등 사업화 지원(1개사 당 평균 3,600만원)

 (창업교육 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 교육, 분야별 네트워킹 프로그램 제공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김준환 031-8030-42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대 리 김동준 031-888-8602

대 리 길진주 031-888-8606

11-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여 신청

참여자 선정

(1~2차 심층평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보육센터 입주지원,

판로개척 등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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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창업지원

경기도 창업플랫폼 운영

 사업목적
  민간/공공의 창업정보 및 자원을 통합제공하고, 창업기업 간 실시간 소통을 위한 경기스타

트업플랫폼(온라인) 운영

  온·오프라인 창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도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지원정책의 효과극

대화 도모 

 지원대상
  도내 모든 스타트업, 투자자, 분야별 전문가, 제조기업 등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활용가능(PC, 모바일 웹)

 지원절차
  창업지원(플랫폼 회원 지원프로그램)

 

  ※ 제조컨설팅: 제조공유플랫폼 내에서 동일 과정 진행

 지원내용
   - (플랫폼 기능) ①창업정보 정보검색 및 플랫폼 회원간 온라인 1:1 소통 

                         ②지원사업 신청 및 시설/공간 예약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

   - (창업지원)  분야별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투자연계지원프로그램(투자역량강화, 투자IR기회

제공) 운영

   - (제조공유) 제조기업 검색 및 비대면 교류(제품 제작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제조컨설팅 제공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주인하 031-8030-42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팀장 신민철 031-8039-71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과장 김민유 031-8039-7103

11-4

플랫폼 

접속

모집공고

전문가 자문

클릭

신청·접수

분야별 전문가 

검색 및 선택

참여자 선정

자문신청

지원프로그램 

진행

자문 진행

투자컨퍼런스 

개최

만족도 

평가

성과평가

전문가 
자문

서비스

투자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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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창업허브 운영 

 사업목적

  창업의 메카 판교테크노밸리 내 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

주체 간 교류·협업, 생동감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지원

 지원대상

  도내 전주기 스타트업 , 재직자, 청소년(대학생) 등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모집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3월 中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창업교육) 기본교육, 실전교육, 핵심기술교육 참여자 무료교육 실시

  (글로벌엑셀러레이팅) 국내외 투자 전문가 상담·코칭 등을 통한 투자유치 및 글로벌 사업

화 지원 

  (네트워킹) 창업 전문기관, 투자자,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상호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 마련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최광덕 031-8030-428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팀장 신민철 031-8039-71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차장 백인호 031-8039-7102

11-5

교육생 모집 신청·접수 교육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 수료

참여스타트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자 평가·

선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데이 참여

(데모데이)

창업교육

글로벌
엑셀러
레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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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창업지원

경기스타트업 공정M&A지원

 사업목적

  투자·회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한 M&A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자

금회수를 도와 창업생태계의 자생적 선순환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M&A에 관심 있는 도내 스타트업 및 중개·자문기관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내용

  (공정한 정보제공)  스타트업의 M&A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전문

성 확보

   · 교육·네트워킹 및 매칭데이, 상시상담, 전문가 상담·컨설팅

  (공정한 가치보장) 스타트업 기업가치 저평가 및 불공정계약, 기술탈취 우려 등 해소 

   · 기업가치 평가·계약서 등 적정성 검증 지원,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공정한 시장조성)  중개·자문기관의 스타트업 M&A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유인을 통한 시장 

활성화

   · 중개·자문기관(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중소딜 리그 운영 및 인센티브 부여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주인하 031-8030-428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팀장 김길아 031-259-6091

참여스타트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참여 사업자

선정 평가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사업 성과

평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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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게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지원하여 글로벌 게임기업으로

의 성장 발판 마련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 소재 게임 관련 스타트업·예비창업자(단체·개인)

    ※ 주소지 기준 : 사업자(사업자등록증), 개인/팀(대표자), 학생팀(대표자 또는 소속 학교)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필
    ※ 스타트업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방법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con.or.kr/ggc) 온라인 접수 

     * 관련 공고문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지원내용
  입주공간 40개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4개, 스타트업캠퍼스 16개) 

구 분 층 규 모 실개수 소 계 총 계

경기창조경제

혁신센터
6층

4인실 18개

24개

총 40개실

· 4인실 34개

· 8인실 3개

· 10인실 3개

8인실 3개

10인실 3개

스타트업캠퍼스 8층 4인실 16개 16개

  개발 공간, 강의실, 미팅룸, 휴게공간 등 제공
   ※ 최대 2년 (기본1년, 6개월 단위 2회 연장가능)

  임대료 및 보증금 무상 제공 (관리비 등 일부 사용료 징수)

  모바일 테스트 디바이스 무상 대여(휴대폰 최신기종)

  입주기업 전용 세미나(연1회), 법률·세무 등 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 넥톡데이(월1회), 간담회, 워크숍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주미애 031-8008-5343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매니저 신성원 031-776-4789

11-7

사업공고 및 접수

(6~7월경, 12~1월경)
서류 심사 발표심사 최종 선정

협약 체결

및 입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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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ㆍ증강현실(VR/AR) 입주공간 운영

 사업목적

  VR/AR 유망 스타트업 입주공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 도모

 지원대상

  VR/AR 관련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 공간지원 협약일 1개월 내 해당 공간 지원호실로 본사주소지 이전 必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 관련 공고문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이용시설 

  위치 : 경기비즈니스센터 6, 11층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용시설 : 독립형 사무공간, 회의실, 스터디룸, 편의시설 등

 지원절차 

 지원내용

  (공간지원) 스타트업 업무 전용 공간 및 휴게공간 제공 

    * 지원기간 : 최장 2년 지원, (최초 6개월 지원 / 6개월 단위 연장평가)

    * 사용료 납부조건: 4인실 60만원, 6인실 90만원, 8인실 114만원 (6개월분/일시납)

 (네트워킹) 지원사업·업계동향 정보제공 및 입주기업 간 연계활동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주미애 031-8008-5343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매니저 신성원 031-776-4789

11-8

모집 공고

(매년 4,10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공간 사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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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학을 특화산업과 연계 창업역할 강화

 사업목적

  道 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특화산업과 연계해 권역별로 묶어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하고 

특화산업과 관련한 입주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강한 중소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道 내 대학창업보육센터 중 8개소에 입주한 기업 8개사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sp.or.kr 또는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아이템 시제품 제작비, 재료구입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홍보·마케팅비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1개사 당 4,400만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원) 분야에 맞는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특화산업연계 특화프로그램) 판로개척, 투자데모데이, 투자유치 지원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김준환 031-8030-42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차 장 남상혁 031-259-6092

11-9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여 신청

참여자 선정

(1~2차 심층평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사업화지원 및

투자유지 지원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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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사업목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투자유치 기회 제공

 지원대상

  예비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역제한 없음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또는 이지비즈(egbiz.or.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내용

  (우수 창업기업 선발) 최종 10개팀 선발(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2, 장려상 5)

  (전문가 멘토링) 본선진출자(30개팀)에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지원) IR피칭 교육 및 튜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후속연계) 도 대회 수상자 정부 창업 경진대회 참가연계, 도 내 창업공간 입주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김승연 031-8030-428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팀장 안경우 031-830-8501

11-10

모집 공고, 

신청접수

참가자 심사

(1차 서류)

참가자 심사

(2차 대면)

참가자

멘토링/

본선대회 

결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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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나래 프로그램

 사업목적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고품질 IP창출, IP기술전략 및 IP경영전

략 수립을 포함하는 융·복합 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창업 후 7년(재창업 5년) 이내 기술 보유기업

 신청방법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홈페이지에서 접수

    ※홈페이지 좌측상단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클릭 후 해당사업 선택

 선정(지원)절차 

 지원내용 : 1천8백만 원 이내(기업부담금 30% 별도)
  (IP기술전략 수립) 보유 기술에 대한 국내외 경쟁사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도출 및 특

허 분쟁 예방설계를 통한 강한 특허권 확보 지원 

  (IP경영전략 수립) 기업진단을 통한 IP관리 및 사업화전략 도출, IP활용 투자유치 및 정부

과제 참여 지원을 위한 종합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 과학기술과 주무관 안원균 031-8008-4671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책임연구원 최경관 (남부)031-500-3046

책임연구원 박성은 (북부)031-877-6933

사업공고

및 접수

수혜기업

선정

협력기관

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11-11

선행기술 조사

(검색)
유효특허 선별

특허동향 및

경쟁사 분석

핵심특허 도출 및 

대응설계

①  단기 전략 도출강한특허 확
보(출원)

②  중장기 전략 도출유망기술 
도출 IP 분쟁 예방

진단 처방 현안해결 사후관리

 - 보유기술 분석

 - 시장·경쟁사 분석

 - 표준/규제 분석

 - IP인프라 현황 분석

기업별 맞춤형 처방전 제시
▼

맞춤형 과제 설계

 - IP 조직 및 인프라 구축

 - IP 자산구축·사업화

 -  투자/정부R&D 사업계

획 작성
▼

기업 맞춤형 IP경영 도입

자생적 IP경영

(생존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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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부 창업지원

IP디딤돌 프로그램

 사업목적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체화, 지식재산 권리화 및 사업아이템 도출을 위한 3D 

프린팅 설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등

 신청방법 
  경기지식재산센터(www.ripc.org/ansan) 홈페이지에서 접수

   ※홈페이지 좌측상단 지원사업 신청시스템 클릭 후 해당사업 선택

 선정(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한도

아이디어

상담창구 운영
-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구체화 상담 지원

IP권리화 및

3D 모형설계

- 발굴된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  아이디어의 실제 구현 가능성을 검토 후, 3D 모

형 제작 지원

IP권리화 160만 원

3D모형 도면설계 60만 원

3D모형 후가공 90만 원

IP창업교육 및 컨설팅

-  스스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선행기술조사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 지원

- 창업교육 후속, 맞춤형 창업 컨설팅 제공

IP창업클럽
-  IP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노하우 공유, 

유관기관 연계지원 사업 안내 등 후속지원

※ 사업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 과학기술과 주무관 안원균 031-8008-4671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책임연구원 강혜원 (디딤돌)031-8016-9202

연구원 박형재 (창업존)031-8016-9204

모집공고 신청·접수
아이디어

발굴 및 선정

IP권리화 및 

3D프린팅 설계

사후지원(창업 컨설팅 

및 PCT출원 등)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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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목적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예비)창업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사업 과정의 시행

착오 최소화로 조기 사업화 유도 및 창업 생존율 제고

 지원대상
  (기술이전 창업지원) 기술이전을 통한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경기도내 7년이내 (예비)창업자(기업)

  (IP기반 청년창업지원) 만39세 미만 경기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3년 미만 스타트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http://www.gsp.or.kr)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https://

pms.gtp.or.kr),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http://aict.snu.ac.kr ) 

 선정(지원)절차
  (기술이전 창업지원)경기테크노파크

  (IP기반 청년창업지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원내용
  (기술이전 창업지원)

   -  필요기술 발굴지원 : 창업자의 필요기술 발굴에 대한 애로해결을 위해 기술 발굴 및 매칭, 컨설

팅 등 지원

   -  이전기술 기반 창업지원 : 사업화지원금(기술이전 기술료, 시제품 제작 등), 컨설팅, 창업공간 제

공 등 이전기술 기반 창업성공을 위한 필요요소 지원

  (IP기반 청년창업지원)

   - 기술가치평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지식재산권 활용전략교육, 아이디어 경진대회(테크톤))

   - 사업화 지원금, 융합기술 컨설팅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박정자 031-8030-4272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팀 장 조성민 031-500-3036

연구원 김소영 031-500-3039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팀 장 공은지 031-888-9035

대 리 정주연 031-888-9058

11-13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특허기술공개 및
기술가치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참가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테크톤 :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및 발표·평가

사업화 지원

최종 지원팀 선발 및
사업화 지원

결과보고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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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사업목적

  민간의 자금, 보육 전문성과 공공의 정책자금지원 협업으로 민간주도형 창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미래 유망기술분야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을 활용한 회원(투자자↔스타트업)간 매칭을 통한 창업기업 투자재

원 확보 및 민간주도형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대상

  경기도내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경기스타트업플랫폼」회원 간 투자 성사된 스타

트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http://www.gsp.or.kr) 

  접수기간 : 수시 예정 (상세일정 www.gsp.or.kr에 공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경기스타트업플랫폼」회원 간(스타트업↔투자자) 투자 성사된 스타트업에 사업화자금 매

칭 지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지식재산권비 등

     (투자유치액의 50%이내, 최대 3천만원 이내)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박정자 031-8030-427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팀 장 신민철 031-8039-7101

과 장 이주현 031-8039-7104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서류검토

(투자 사실

검증)

대면심사

(발표평가) 

및 중복수혜 

검토 

지원대상

선정·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결과보고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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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랩 운영지원

 사업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인 4차 산업혁명분야(정보보안, 빅데이터, 게임·로봇, 소셜 등)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분야(정보보안, 빅데이터, 게임·로봇, 소셜 등) 도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방법 

  공실발생 시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및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스타트업 랩 3곳(판교·광교·고양) 내 사무공간 제공(2·4·8인실, 총 42개실)

   - (판교) 게임, 빅테이터, 정보보안 분야

   - (광교) 드론, 로봇 분야 

   - (고양) 사회적기업, 공유경제

  역량강화 교육(자금조달, 투자, 수출, 전문가 특강 등)

  입주스타트업 마케팅 및 네트워킹 지원

  전문가 멘토링(자금, 인사·노무, 기술사업화) 상시 운영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황경조 031-8030-427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부장 박노진 031-259-6094

11-15

입주기업

모집공고

서류심사

(1차)

발표심사

(2차)

입주여부

결정

입주 및

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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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캠퍼스 운영

 사업목적

  신기술 수요가 높은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분야 교육을 통해 기

업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도내 기업 재직자, 구직자 및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 도내 기업 재직자, 구직자(주민등록상 도 거주자)

 신청방법 

  사업공고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시기 : 2021년 3월(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교육 분야별(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론/실습 교육 지원

  산업분야 아이디어 발굴 및 실증화를 위한 행사 개최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전희진 031-8000-535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과장 이철희 031-776-4823

11-16

지원계획 공고
참가자 신청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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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목적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원)생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창업저변 확대 및 성장 지원

 지원대상

  도 내 거주 또는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 예비 또는 3년 이내 창업 30개팀 내외

 신청방법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aict.snu.ac.kr) 또는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에서 온

라인 신청 

 지원절차

 지원내용

 (초기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화지원금 및 창업공간 제공(공유 및 개별오피스)
   ※ 사업화자금은 기업별로 중간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최대 3천만원)

 (맞춤형 창업지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창업단계별·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컨설팅 지원 

 (창업역량강화)  창업교육, 세미나, 네트워킹,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김승연 031-8030-428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지역확산팀 팀장 공은지 031-888-9035

11-17

사업모집

공고, 

신청접수

참여자 선정

(1차,2차

심사)

지원대상

선정/협약체결

사업화지원,

창업공간

입주

투자유지

지원 등

사후관리



Chapter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 189

제6부 창업지원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사업목적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 주도형 ‘경기도 기술창업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미래 유망 기술

분야의 우수기업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스타트업에 투자유치와 정책자금지원으로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민간 주도형 창업생태계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체계) 활성화 유도 필요

 지원대상

  지정된 운영사가 6천만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한 도내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으로 

지정된 운영사가 6천만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한 창업팀 10개사

   ※ 2021년 사업 지원대상은 2020년에 기 선정된 창업팀 10개팀

 신청방법 

  지정된 운영사(액셀러레이터) 중 1개사를 선택하여 이메일로 사업계획서 제출

  운영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배정받은 연간 추천권을 활용하여 GBSA에 추천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지원) 아이템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홍보 마케팅비 등 2년간 최대 

3.5억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김준환 031-8030-428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팀 장 김길아 031-259-6091

차 장 김경원 031-259-6481

11-18

운영사 모집 운영사 선정 창업팀 선정 사업화지원 평가 및 연계지원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공개모집

(협약:2년)

운영사 추천*

GBSA심사

*연간 1.5배수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최대3.5억원)

정산·감사

도사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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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

 사업목적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장성 평가·투자유치 기회

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민간주도형 창업 생태계(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

자)활성화 유도

 지원대상

  경기도내 7년 이내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 스타트업 플랫폼  http://www.gsp.or.kr) 

  접수기간 : 상반기 예정 (상세일정 www.gsp.or.kr에 공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창업기업 크라우드 펀딩 등록 지원(증권형,후원형)

   - 교육·컨설팅 제공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록비, 기업 홍보영상 및 펀딩페이지 제작비 등 지원

 펀딩(증권형) 성공기업(목표달성)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 펀딩 성공금액의 50%이내(최대 5천만원 이내) 지식재산권, 임차료, 광고비 등 사

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후속지원) 투자 IR 개최, 해외 투자컨퍼런스 참가 연계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박정자 031-8030-427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팀 장 김길아 031-259-6091

대 리 김동준 031-888-8602

11-19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결과보고

서류 및 선정심의 

위원회 심사 평가

지원대상 협약체결 및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 체결

펀딩 성공기업 중

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선정

교육·컨설팅 및

온라인 중개사 매칭

투자설명서 작성 등 

크라우드 펀딩 등록

크라우드 펀딩

등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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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G(안산) 운영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한 입주공간 제공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 성

공기업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sp.or.kr 또는 www.eg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접수기간 : 5-6월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창업공간) 입주공간(2인~4인실/13개사), 코워킹스페이스, 협업 공간(회의실, 휴게실 등)

 (사업화) 창업교육, 사업화, 마케팅, 글로벌 등 성장단계별 사업화 지원

 (커뮤니티) 메이커스페이스, 북카페, 포토스튜디오, 지역주민 참여교육 등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창업지원과 주무관 최광덕 031-8030-428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부장 박노진 031-259-6094

대리 김예지 031-830-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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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모집공고

서류심사

(1차)

발표심사

(2차)

입주여부

결정

입주 및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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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목적

  공유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민간주체 발굴·육성

 지원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기업

        또는 단체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이메일 제출)

  신청시기: 2월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지원금 지원 :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마케팅 등 비용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기업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 투자유치 등 지원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 마케팅 교육, 보도자료 배포,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전도담 031-8008-359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팀장 김길아 031-259-6091

대리 이 진 031-259-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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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  공유경제 :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

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

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

는 경제활동

신청·접수
참여자 선정

(1~2차 심층평가)

사업화지원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지원

평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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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사이클 비상(非常) 프로젝트

 사업목적
  우수한 사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함으

로써 아이디어 발굴 및 업사이클* 산업 육성

   * 업사이클(Upcycle)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지원대상
  지정규모 : 6개사

  신청자격 : 도내 업사이클 분야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 초기창업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예비창업자

(개인 또는 

팀)

①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또는 팀

② 협약 종료일 이전에 경기도를 소재지로 창업이 가능한 개인 또는 팀

③ 예비창업팀의 경우 대표자(변경 불가) 및 팀원(사업자 미등록자) 구성

초기

창업기업

①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②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기업 업력 판단

③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

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④  공동 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www.ggupcycle.or.kr, www.egbiz.or.kr 등에 공지)

  접수기간 : 3월 예정 (상세 일정은 공고문에 공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지급(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인증 비용, 시제품 제작 비용, 홍보·

마케팅 비용, 재료 구입 비용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수형 031-8008-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 031-299-79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사이클사업팀 대리 오슬기 031-299-7907

11-22

사업 공고 및

신청자 접수

참여자 선정

(1차 서류 검토, 

2차 발표 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화 진행
중간 보고

최종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제6부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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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

 사업목적

  반려동물산업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우수한 기술이 사업화가 가능토록 지

원하여 성공창업 및 미래유망사업 창출

 지원대상

  반려동물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도내 창업기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신청시기: 2월~3월경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1,200만원 ~ 3,200만원) 지원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재료구입비
국내 전시회 참가비, 
부스/장비 설치비

기술·경영 멘토링비, 세무·회계기장 
대행비, 사무실 임차비 등

특허, 상표 등 출원ㆍ등록비
웹,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광고비, 홍보 동영상제작비
사무실 임차비

시험 분석비, 제품 인증비 지원 온·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 아이템 개발자 인건비

 창업 멘토링, 창업 교육, 네트워킹 제공

 국내 전시회 참관 및 참가지원 등 홍보·마케팅 지원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계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주무관 김종선 031-8030-443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팀장 김길아 031-259-6091

차장 김유신 031-25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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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여 신청

참여자 선정

(1~2차 심층평가)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보육센터 입주지원,

판로개척 등

사후관리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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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목적
  우수한 재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재창업 교육, 멘토링 및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

해 성공적인 재창업 유도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 기업 대표자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sp.or.kr 또는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서류 이메일 제출

  신청시기: 2월~3월경

 지원절차

 지원내용
 (재창업자 사업화 지원) 아이템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홍보 마케팅비 등

 (재창업 교육) 실패원인분석, BM고도화, 투자 등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재창업자와 전문가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경기도 재도전 성공센터 운영) 경영위기 기업, 사업실패 후 재기를 준비중인 재도전 기업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법률, 세무, 회생절차 등 심층상담, 진로제시 및 회생 컨설팅

상시상담 (전문상담위원) 상담지원 (분야별 전문가 pool 활용) 심층컨설팅 지원 (15개사, 1개사당 최대 5회)

재도전성공센터 내 상주하는 

전문상담위원이 상시상담

*  경영위기, 진로제시, 사업정
리 컨설팅 연계상담 지원

분야별*로 위촉된 전문위원 상

담 지원

*  6개 분야 : 자금, 인사/노무, 특
허/인증, 회생, 세무/회계, 경영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전략진단, 재기 및 

진로 전략 제시, 고객시장검증, 시장조사 

등 심층컨설팅 지원

*  채무 및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 파산, 재창업 
절차 등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 

※ 경기도 재도전성공센터 : 031-259-6116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수형 031-8008-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 031-299-79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사이클사업팀 대리 오슬기 031-299-7907

11-24

지원계획 공고
참가자 신청

(온라인)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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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캠퍼스 보육 운영 

 사업목적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조성된 경기 창업허브(경기스타트업캠퍼스)를 중심으로 우수 아이

디어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보육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全 주기 창업기업 및 청년 등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모집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3월 中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창업보육) 창업공간 지원(70개사 : 예비/초기(30), 민간투자연계(20), 성장/글로벌(20)

 (사업화) 보육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시제품 제작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컨설팅) 창업→운영→위기 등 경영전반, 정보수집 등 컨설팅 지원

 (커뮤니티) 보육기업, 선후배, 투자자 등과의 정보 공유·교류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홍정은 031-8008-53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팀장 신민철 031-8039-71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차장 백인호 031-803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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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스타트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평가·선정

보육기업

입주

보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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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

 사업목적

  판교테크노밸리 내 우수 스타트업과 국내 투자자(VC, AC 등)와의 교류·소통 및 협력의 장

을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성장 가능성 제고

 지원대상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7년 이내) 및 투자자 등

 신청방법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모집공고 및 접수 

  접수기간 : 3월 中 예정  

 지원절차

 지원내용

  (투자상담회) 민간 엑셀러레이터(AC) 및 벤처투자전문회사(VC), 유망 스타트업간 1:1 현

장 매칭 상담회

 (투자전략 세미나)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 전략 및 성공사례 등 공유

 (네트워킹) 투자자 및 스타트업간 교류·정보공유 등 네트워킹 장 마련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홍정은 031-8008-53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팀장 신민철 031-8039-71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진흥TF팀 차장 백인호 031-8039-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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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 스타트업 투자상담회 참여

· 투자유치 전략 사례 공유

· 선배 창업자와의 코워킹

엑셀러레이터 

· 투자상담회 및 네트워킹 참여

· 비즈니스모델 검증

· VC심사역 경험 공유

벤처캐피탈(VC)

· 정기·비정기 투자상담회 실시 

· 투자전략세미나 운영

· 토크콘서트 운영

스타트업·투자기관 교류회 운영(경과원)

· 창업지원 사업 설명

· 보유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

  유망스타트업 추천

보육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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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목적

  여성(예비)창업자에게 업무공간 제공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일

자리 창출로 지역발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여성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 개발본부(용인) 방문접수 또는 e-mail(bizwomen@gjf.or.kr) 

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독립 사무공간 제공 및 사업화지원(지식재산, 기술인증 등)

 입주기업 판로구축을 위한 구매상담회, 단체관, 시즌마켓 등 운영

 창업지원정책 정보, 자금 및 투자 연계, 네트워크 교류 제공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주무관 노상우 031-8030-4324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과장 정보미 031-270-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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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서류 및 면접심사 입주기업 선정 센터 입주



Chapter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 199

제6부 창업지원

여성창업성장센터 운영

 사업목적

  창업 3~7년차 여성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경쟁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

공 및 사업화지원,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하여 지속성장 및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도내 창업 3~7년차 초기 창업자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 개발본부(용인) 방문접수 또는 e-mail(bizwomen@gjf.or.kr) 

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독립 사무공간 제공 및 사업화지원(지식재산, 기술인증 등)

  창업성장센터 전담 창업매니저 상주로 시설관리 및 멘토링 지원

  간담회 운영으로 입주기업 네트워크 교류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주무관 노상우 031-8030-4324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과장 황민철 031-270-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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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실 운영

 사업목적

  초기 창업자 및 도약기 여성기업의 보육 및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역량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지원 사업임.  

 지원대상

  도내 여성예비창업자 및 2년 이내 여성창업자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홈페이지(www.womenpro.go.kr)를 통한 이메일 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여성창업실 입주공간 제공

 입주기업 간담회 등 입주기업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등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킹 및 사업 프로그램 공모 및 연계 지원

 입주기업 사업화지원금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 활동, 지식재산권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일가정지원과 주무관 노상우 031-8030-4324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대리 이동수 031-270-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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