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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공기관(기업지원) 현황

기관명 대표전화 주 요 기 능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600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취‧창업 역량교육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경영지도/사후관리 추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000

기업성장단계별(창업/사업화/마케팅/수출) 지원
가구･섬유 등 특화산업 육성 지원 

031-259-6119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000
나노소자관련 연구장비·시설 지원
나노공정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200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
지역혁신 거점 기능 수행

경기대진테크노파크 031-539-5000
경기북부지역 혁신거점 역할 수행 
지역특화산업 첨단화로 기술경쟁력 확보

차세대융합기술원 031-888-9114
융합기술분야 학제적 연구 및 교육훈련
지역 특화 기술개발 지원

(주)킨텍스 031-810-8114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 운영 

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150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및 홈쇼핑방송지원
디자인개선, 상품개발, B2B/B2C 연계, 공공배달앱 등 

경기콘텐츠진흥원 032-623-8000
경기문화창조허브, 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
게임, 음악, 영상, 출판산업 지원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031-303-1606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콘텐츠 개발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체계적 지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031-250-2700
농식품 온오프라인마케팅 및 인증 (G마크, GAP인증)
도시농업공동체확산 및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032-668-8512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지원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사업기반조성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618
탄소중립 및 에너지 관련 지원
경기도 물산업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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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청 공공기관(기업지원) 현황

기관명 대표전화 주 요 기 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031-259-7900

정책자금, 컨설팅ㆍ기술지원, 해외마
케팅, 연수

경기동부지역본부 031-760-9005

경기서부지역본부 031-783-0609

경기북부지역본부 031-920-6727

경기남부지부 031-899-9104

경기영업본부 031-230-1563

수원지점 031-230-1522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031-389-9712

보증, 보험, SOC, 창업 및 경영지원 등

성남지점 031-725-5552

평택지점 031-650-0822

이천지점 031-630-0112

용인지점 031-288-1822

군포지점 031-450-6413

화성지점 031-350-9323

경안지점 031-799-0213

화성서지점 031-8059-8514

오산지점 031-371-6114

수원본부 031-8006-1591

안양지점 031-450-1600

기술보증기금

안산지점 031-8084-5300

기술보증,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기
업인증

오산지점 031-369-5500

용인지점 031-8020-4000

평택지점 031-659-8700

화성지점 031-299-8200

화성동지점 031-8047-4700

판교지점 031-725-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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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공회의소 현황

상의명 설립일 관할구역 주        소
전화번호
(ＦＡＸ)

22개 - 31개 시ㆍ군 - -

수  원 1908. 4.15 수  원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244-3451~5
(244-3477)

안  성 1953.10.31 안  성 안성시 미양로 847
676-4411~3
(676-4414)

안  양 1970. 6. 5 안양, 과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447-9171~8
(443-9260)

부  천 1970.10. 2 부  천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032-663-6601~8
(032-654-5698)

성  남 1974. 2.12 성  남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164
781-7901~8
(781-7905)

평  택 1978. 6.20 평  택 평택시 평택로 149
655-5813~6
(654-6409)

이  천 1986. 2.18 이천, 여주, 양평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
633-3961

(634-3965)

안  산 1987.12. 7 안  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410-3030~4
(410-3037)

화  성 1991. 6.13 화  성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350-7900

(350-7990)

용  인 1991. 6.13 용  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81
332-9812~3
(336-2529)

김  포 1991.10.30 김  포 김포시 감암로 125-2
983-6655~6
(984-6009)

군  포 1995. 2.18 군  포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5, 5층
398-8451~3
(398-8455)

광주, 하남 1997. 2.26 광주, 하남 광주시 행정타운로 69가길 8
761-9090~2
(761-8486)

시  흥 1997. 3.20 시  흥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3층
501-5700

(501-2200)

광  명 2003. 5.27 광  명 광명시 철산로 20, 901호
02-2060-3047

(02-2066-3011)

오  산 2004. 9. 2 오  산 오산시 성호대로 81
373-7441~3
(373-7445)

의  왕 2005. 8.12 의  왕 의왕시 오전공업길 13,1101호
451-5061

(451-5063)

경기북부 1974.11.11
의정부,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신곡동 801-1 (480-070)
853-6681~4
(853-6685)

경기동부 2003. 7. 9
남양주,

구리,가평
남양주 금곡동 651번지 (472-807)

592-3039
(591-3054)

고 양 2003.12.11 고  양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969-5817~8
(969-5877)

포 천 2004. 2.11 포  천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
535-0072~3
(535-2932)

파 주 2008. 4.29 파  주 파주시 금빛로 15
8071-4240~4
(8071-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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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조경제혁신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5층 070-4164-8935

5 창업보육센터

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경기대학교 031-249-8950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031-259-6187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031-278-9500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8

경희대학교 031-201-3714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731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031-294-8526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 (서둔동103-2)

성균관대학교 031-290-5088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수원시시니어창업보육센터 031-251-4211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0 (중동 20번지)

아주대학교 031-219-2438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원천동)

가천대학교 031-750-5317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동서울대학교 031-720-5317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

신구대학교 031-740-1265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77

을지대학교 031-740-7423 성남시 산성대로 553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630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야탑동)

투썬창업보육센터 070-7858-0003 성남시 붕당구 판교로 323(삼평동)

KTB 인큐베이팅센터 031-628-6408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삼평동)

성남시니어창업보육센터 070-7437-6144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4-3번지

투썬창업보육센터 070-7858-0003 성남시 붕당구 판교로 323(삼평동)

가톨릭대학교 02-2164-4840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성심교정내

유한대학교 02-2610-0345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

강남대학교 031-280-3262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031-8008-8101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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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전화번호 소재지

IAE 창업보육센터 031-330-7071 용인시 백암면 고안로51번길 175-28

단국대학교 031-8005-2804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용인송담대학교 031-330-9130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61

한국외국어대학교 031-330-4937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명지대학교 031-330-6677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경기테크노파크안산BI 031-492-9900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104-14

중소기업진흥공단Post-BI 031-492-7854 안산시 단원구 연수원로 64

안산대학교 031-400-7085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한양대학교 031-400-4976 안산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031-467-0910 안양시 만원구 삼덕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031-441-1422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경기과학기술대학교 031-496-4596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031-8041-0891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정왕동)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1-4248 시흥시 오이도로21

수원대학교 031-222-6589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협성대학교 031-299-1330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동원대학교 031-760-0120 광주시 실촌면 경충대로 26

김포대학교 031-999-4710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청강문화산업대학교 031-639-5951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한국세라믹기술원 031-645-1407 이천시 신둔면 경충로 3321

한경대학교 031-670-5683 안성시 중앙로 327

중앙대학교 031-670-4761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오산대학교 031-370-2703 오산시 청학로 45

한신대학교 031-379-0785 오산시 한신대길 137

여주대학교 031-880-5574 여주시 세종로 338

한국항공대학교 02-300-0390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

동국대학교 031-961-5465~7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경민대학교 031-828-7080 의정부시 서부로 545

대진대학교 031-539-1280 포천시 호국로 1007 (선단동)

섬유패션비즈니스센터 070-7829-2091 양주시 남면 상수리 666-2

경복대학교 031-570-9651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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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 스타트업 랩, Station-G
No 랩/Station-G 주  소 연락처

1
수원 랩

(광교비즈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6층(606호~608호) 031)8064-1950

2
판교 랩

(스타트업캠퍼스)
성남시 판교로 289번길 20 1동 8층(1~5호), 2동 6층(6호) 031)830-8630

3
고양 랩

(고양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탑 빌딩 

5층(515호~517호)
031)830-8650

4
Station-G

(안산 고잔역)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031)830-8642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No 벤처센터 주   소 연락처

1
양주

(YTC)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YTC 4층 031)830-8695

2
의정부1

(북부벤처)
의정부시 망월로 18-26, 북부벤처센터 031)830-8505

3
의정부2
(CRC)

의정부시 신흥로 234, CRC빌딩  7층 031)830-8520

4
남양주
(JS타워)

남양주시 별내2로 74, JS타워 2층 031)830-8511

5
구리

(디지털프라자)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33(인창동) 2층 극동정유㈜ 

인창사업소
031)830-8530

6
고양

(로데오탑빌딩)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탑빌딩 5층 031)903-9771

7
하남

(하남벤처센터)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벤처센터 031)794-1522

8
성남

(정림전자)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66번길 16 정림전자 2층 031)830-8550

9
판교

(kt분당빌딩)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6 KT분당빌딩 1층 031)830-8620~1

10
부천

(원미구청사)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4층 032)320-2100

11
안성

(중앙대)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609관 

생활과학관 2층
031)830-8571

12
안양

(연성대벤처)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11~13층

031)830-8661
13 031)830-8662
14 031)830-8660

15
의왕

(의왕IT밸리)
의왕시 이미로 40 인덕원 IT밸리 B동 8층 031)830-8611

16
수원

(광교비즈센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3~4층 031)30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