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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센터명 지역 분야 연락처

1 서울 을지로 인쇄 센터 서울 중구 을지로, 충무로, 인현동, 필동 인쇄 02-2277-2922

2 서울 창신 의류제조 센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의류봉제 02-741-5366

3 서울 문래 기계·금속 센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기계금속 02-2634-7727

4 부산 범일 의류제조 센터 부산 동구 범일동 의류봉제 051-631-7220

5 대구 성내 주얼리 센터 대구 중구 성내1동 귀금속 053-661-2357

6 서울 신당 의류 센터 서울 중구 의류봉제 053-2745-1706

7 서울 장위 의류봉제 센터 서울 성북구 의류봉제 02-919-9624

8 서울 봉익 주얼리 센터 서울 종로구 종로1~4동 귀금속 02-766-1599

9 시흥 대야 기타기계장비 센터 경기 시흥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신현동, 매화동, 과림동 기타기계 및 장비 031-317-2152

10 화성 향남 기타기계장비 센터 경기 화성시 기타기계 및 장비 031-354-3641

11 대전 정동 인쇄 센터 대전 동구 정동, 중동, 삼성동 인쇄 042-226-5556

12 대전 상서 금속가공 센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금형제조 042-939-4827

13 금산 인삼(식품) 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식료품(인삼) 041-750-1651

14 대구 노원 안경 센터 대구 북구 광학제조(안경테) 053-358-0992

15 부산 범천 귀금속 센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귀금속 051-638-7510

16 부산 범천 가죽가방신발 센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가죽, 가방, 신발 051-890-2128

17 광주 충장로 한복 센터 광주 동구 의류봉제(한복) 062-228-2348

18 광주 서남 인쇄 센터 광주 동구 서남동 인쇄 062-236-5010

19 전주 팔복 금속가공 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금속가공 063-219-0341

20 서울 반포 커튼 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섬유제품(커튼) 070-4848-0972

21 고양 장항 인쇄 센터 경기 고양시 인쇄 031-913-6611

22 부천 신흥 전기장비 센터 경기 부천시 신흥동, 도당동, 춘의동 전기장비 032-234-5910

23 안양 호계 전자부품 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호계2동, 관양동 전자부품 031-423-6726

24 광주 오포 가구 센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초월읍 가구 031-767-0535

25 용인 영덕 전자부품 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전자부품 031-8067-5040

26 인천 송도 기타기계장비 센터 인천 연수구 송도3동 기타기계 및 장비 032-723-9982

27 대전 오정 기타기계장비 센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 기타기계 및 장비 042-629-7728

28 서울 독산 의류제조 센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의류봉제 02-865-9213

29 서울 방학 섬유제조 센터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섬유(양말) 02-956-3381

30 성남 상대원 식료품 센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조) 031-750-2890

31 청주 중앙 인쇄 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인쇄 043-225-1028

32 순창 장류제조 센터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식료품(장류) 063-652-1030

[붙임5]

소공인특화센터 관활지역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