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디지털3길 3(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14층

공장설립지원센터

센터명 관할권역
연락처

070-8895

공장설립
지원팀

공장설립지원센터 총괄
공장정보(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통계) 안내

7271~5

서울센터
서울, 경기(광명, 부천,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부,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철원)

7335~6

원주센터
경기(양평, 여주), 충북(제천, 단양), 강원(영월, 
평창, 인제, 양구, 화천, 횡성, 홍천, 춘천, 원주, 
고성, 양양, 정선, 속초, 태백, 삼척, 동해, 강릉)

7653

인천센터 인천, 경기(김포, 파주, 고양), 부천 7440

서부센터
경기(시흥,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7590

천안센터 대전, 충남 7615

구미센터
경북(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안동, 울진, 
영양,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칠곡, 군위)

7733

청주센터
충북(청주,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음성, 진천, 청원)

7633

대구센터 대구, 경북(포항, 영천, 청도, 경산, 고령, 성주) 7761

창원센터
경남(거제, 통영, 사천, 마산, 김해, 진해, 
진주, 창원, 거창, 함양, 합천,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산천, 의령, 하동)

7829

울산센터 울산, 경북(경주) 7886

부산센터 부산, 경남(밀양, 양산) 7854

광주센터
광주, 전남(나주, 목포,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함평, 화순, 장흥, 강진, 완도, 
해남, 무안, 진도, 신안, 영암)

7937

전북센터 전북 7977

여수센터 전남(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 제주 7994

센터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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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공장설립’ 이젠 훨씬 쉽고 빨라집니다

•입지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공장설립 인·허가관련 절차 무료 대행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사업 지원

•기타 공장설립관련 제반업무 안내

One Stop Service

전국 14개 센터에서 공장설립 전문직원이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센터에서 지원해 드리는 일들

공장설립대행 절차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란?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의 전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은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리기관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처리 

전 과정을 전산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주요 메뉴

시설설치

완료신고

입지상담

공장건축

공장등록

신청서 
작성

인허가 
승인

민원인

공장설립 

가이드

• 공장입지선정에서 완료신고까지 

설립절차 소개

• 공장설립 관련 참고서식 및 

작성방법 안내

• 공장설립 관련기관 및 부서 안내

공장설립

무료대행

• 공장설립 대행

• 공장설립 상담

• 측량·환경 일괄대행

공장입지 

검토

공장 설립을 원하는 곳의

주소 등 간단 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토지용도구역

및 각종 규제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 확인

공장설립 

민원신청

공장설립 관련 민원

(‘개별 공장 신설’ 외 48개)에

대하여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민원 신청/접수처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