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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업종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현황(주소, 연락처)

연번 광역 기초 센터명 대표연락처 주소 특화업종(코드)
1 충남 금산군 금산인삼센터 041-750-1653 (32724)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식료품 제조업(C10)2 경기 성남시 성남상대원식품센터 031-776-2690 (13207)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비즈동 306호
3 전북 순창군 순창장류제조센터 063-652-1034 (56048)전북 순창군 순창읍 민속마을길 61, 2층
4 경기 양주시 양주남면섬유제조센터 031-860-0965 (11410)경기도 양주시 남면 화합로 668번길 118-21, 3층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C13)
5 서울 서초구 서울반포섬유제조센터 070-4848-0983 (06534)서울시 신반포로 316 씨티21 1005호
6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센터 02-741-5365 (03121)서울시 종로구 지봉로 29, 금호팔레스빌딩 12층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7 서울 성북구 서울장위의류봉제센터 02-919-9623 (02772)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번지 1층
8 서울 금천구 서울독산의류봉제센터 070-4206-1773 (08576)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14, 새울빌딩 5층
9 부산 동구 부산범일의류제조센터 051-631-7220 (48735)부산시 동구 범일로 85, 삼미85빌딩 9층
10 광주 동구 광주충장로한복센터 062-228-2347 (61472)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4층
11 대구 서구 대구평리의류봉제센터 053-721-7443 (41834)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129, 2층
12 대구 중구 대구대봉의류봉제센터 053-783-3399 (41952)대구시 중구 동덕로8길 34-15, 3층
13 부산 부산진구 부산범천가죽가방신발센터 051-890-2335 (47340)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자연과학관 211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14 서울 중구 서울을지로인쇄센터 02-2277-2972 (04560)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인쇄정보센터 3층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15 경기 고양시 고양장항인쇄센터 031-913-6611 (1036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905호
16 충북 청주시 청주중앙인쇄센터 043-225-1028 (28508)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3번길 183
17 대전 동구 대전정동인쇄센터 042-226-5556 (34625)대전 동구 선화로 214번길 46 
18 광주 동구 광주서남인쇄센터 062-236-5012 (61487)광주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26, 2층
19 경남 김해시 김해진례도자센터 070-4903-5545 (50874)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275-51 클레이아크미술관 교육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0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기계금속센터 070-4464-9268 (07290)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31, 1~2층 1차 금속 제조업(C24)
21 대전 유성구 대전상서금속가공센터 042-939-4827 (34014)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514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22 전북 전주시 전주팔복금속가공센터 063-219-0411 (54852)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 상품화지원동 2층
23 경기 군포시 군포당정금속가공센터 031-454-4881 (15849)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3
24 경기 안양시 안양호계전자부품센터 031-423-6726 (1412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12 세화빌딩 3층 301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5 경기 용인시 용인영덕전자부품센터 031-8067-5007 (16950)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14호
26 대구 북구 대구노원안경센터 053-358-0992 (41494)대구시 북구 노원로 169,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602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7 경기 부천시 부천신흥전기장비센터 032-234-5911 (14502)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301호 전기장비 제조업(C28)
28 경기 화성시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031-354-3641 (18590)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14 화성향남기타기계장비센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9 인천 연수구 인천송도기타기계및장비센터 032-723-9983 (21990)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지식산업센터 E동 903호
30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기타기계장비센터 070-4170-5973 (14904)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7번길 25-1
31 대전 대덕구 대전오정기타기계및장비센터 042-629-7728 (34430)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70, 행정관 207호
32 서울 종로구 서울봉익주얼리센터 02-766-1566 (03134)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72

기타 제품 제조업(C33)33 부산 부산진구 부산범천귀금속센터 051-636-7511 (47361)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로160, 중앙빌딩1층
34 대구 중구 대구성내주얼리센터 053-661-2361 (41913)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대구패션주얼리전문타운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