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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	주요현황	
▪용도지역 현황 (단위 : m2)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53,991,534

(100%)

6,758,303

(12.5%)

281,663

(0.5%)

1,131,867

(2.1%)

45,819,701

(84.9%)

▪공장등록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음식료
섬유
종이

석유
화학

비금속
전기
전자

기계
장비

자동차 기타

업체수 601 36 46 51 30 282 93 14 49

종업원 9,642 493 1,024 1,378 445 3,201 2,008 462 631

▪지식산업센터 현황

번
호

공장명(연락처)
완료일
(예정일)

공장 소재지
용도
지역

부지면적
(m2)

건축연면적
(m2)

입주가능
업체수

계 13개소 98,662.3 577,480.95 2,469

1 성진(456-9248) 95.08.23 고천동 407-1 공업 2,146  11,554  48  

2 동영벤처스텔(427-2296) 01.02.20 오전동 172 공업 1,066  4,024  15

3 윈테크노(425-2277) 01.12.21 포일동 511
자연
녹지

2,700  3,299  6 

4
의왕대현 테크노월드
(477-9500)

03.12.13 오전동 174 공업 5,506  36,606  123

5 이레월드비젼(427-0982) 04.02.02 고천동 234-6 공업 2,742  15,679  69   

6
벽산선영테크노피아
(427-3500) 

04.07.01 오전동 196-5 공업 7,746  36,309  110 

7 대영골든밸리(450-6991)  05.05.30 고천동 290-2 공업 4,722  31,648 110   

8 성우벤처빌(458-0866)  06.01.30 고천동 332-33 공업 8,202  25,771  40  

9
에이엘티 지식산업센터
(464-5100)

13.12.20 오전동 150-24 공업 8,262 32,193 32

10 인덕원 IT밸리(8069-8111) 14.05.28 포일동 653 준주거 29,410 199,117 820

11 에이스청계타워(5177-7700) 18.02.26. 포일동 657-2 준주거 8,422.3 56,093.05 372

12 더리브비즈원
2021년도
준공 예정

이동 산단 내
6-1블록

공업 10,475 61,069.52 363

13 에이스하이테크비전21
2022년도
준공 예정

이동 산단 내
복합 1블록

공업 7,263 64,118.38 361

▪인 구 수 (2020. 12. 31.기준)

세 대 수
인 구(명)

계 남자 여자

64,690 163,795 81,470 82,325

▪면       적: 53.991km
2

         

▪행정구역: 6개 행정동, 195통 1,045반

▪사업체수: 9,204개(종사자 55,075명)

▪학       교

계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28 2 5 7 14

|	일반현황

|	지역현황

▪재정자립도

  32.5%

▪재정규모

일반회계일반회계

4,263억 809만원4,263억 809만원

특별회계특별회계

817억 1,993만원817억 1,993만원

5,0805,080억억  2,8022,802만원만원
(2021년 기준)(2021년 기준)

5,080억 2,802만원
(202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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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기업	자금지원

02		중소기업	자금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융자규모: 300억원

▪융자한도: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

▪융자종류: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지원내용: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이자차액 보전율: 1.0 ~ 2.5%(수혜 유무 따라 차등 적용)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납(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 우대지원: 이자차액보전금 0.5% 추가 지원

 ※ 의왕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신청기간: 2021. 2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금융기관명 소  재  지 대표전화 비고

국민은행 의왕지점 경수대로 292(오전동) 459-0580

기업은행 의왕지점 경수대로 257(고천동) 450-6602

농협은행 의왕시지부 포일로 20(내손동) 425-7932

신한은행 의왕지점 갈미2로 40(내손동) 422-0413

우리은행 의왕지점 원골로 3(오전동) 456-4831

※ 융자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별 상담 요망

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접수

 -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 접수장소: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우편,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지원절차

 접 수   공고 ⇒ 접수 ⇒ 지원결정 통보

 실 행   대출신청 ⇒ 심사 및 실행 ⇒ 이자산정

 지 원   이자확인 및 지원 ⇒ 업체점검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공통서류

 ① 융자금 지원신청서

 ②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현황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④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최근 2년간)

      ※ 재무제표가 없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제출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서류

 ① 제조업체 -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우선지원 대상 -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③ 기술개발자금 - 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

 ④ 시설자금 - 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⑤  기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 및 지식서비스산업)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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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 031-477-8214(내선 101)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은 양호하나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원활하게 자금 지원

⑵		

중소기업	

특례보증

|	사업개요

▪지원대상: 의왕시 중소기업

▪보증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서 발급 금액은 보증심사를 거쳐 확정

▪보증기간: 대출기간과 동일

▪사업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시 출연금: 250백만원

|	지원절차

특례보증 

신청

기업 ▷경기신보

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추천서 

발급 의뢰

경기신보 ▷의왕시

추천서 

발급

의왕시 ▷경기신보

03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의 국내 및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2

|	사업개요

▪사  업  비: 64백만원

▪사업기간: 2021. 1~12월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박람)회  ※ 2021.2월 공고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지원내용: 전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 부스 임차료, 시설장치비, 홍보비 등

▪지원규모 

 - 국내: 업체당 200만원 이내

 - 해외: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제외

▪선정기준: 선정 평가표상 고득점 업체 우선 선정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시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전시회 참가

업체 ▷ 시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성과보고

시 ▷ 도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심사 및 선정

시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지원금 지급

시 ▷ 업체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 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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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05.	출연금	사업

04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및 근로·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개요

▪기반시설 개선사업
    (20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내용: 진입로, 상·하수도, 가로등, 안내표지

▪근로환경 개선사업
    (3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50억원 이하

지원내용:  기숙사, 화장실(샤워실), 식당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3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주차장, 화장실, 노후 공공시설물,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작업환경 개선사업
    (10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기업
지원내용: 작업장 바닥도장, LED조명 설치 등

▪사업비: 도비(30%) 시비(30%) 자부담(40%)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최근 5년간 수혜기업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

수요조사

현지

실태조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4

05		출연금	사업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지원규모: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창안개발: 산업기술정보 제공,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 특허 출원

 - 제품생산: 시제품 개발(금형·목업), 시험분석

 -  판로개척: 홈페이지 제작,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국내 홍보판로, 

카탈로그 제작, 제품 패키지 제작 등

▪시 출연금: 45백만원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문의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 031-259-6059

⑴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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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출연금	사업

문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 031-259-6491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부터 디자인 개발, 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경쟁력 향상 도모

|	사업개요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제품디자인 지원과제의 경우 공장등록 기업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디자인 진단: 디자인전문가 방문 「1:1현장애로 해결」

 -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문회사(대학)를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상용화: 우수과제 금형 및 포장재 제작 지원

 -  재능 나눔: 도내 대학의 재능기부를 통한 창업초기, 사회적기업의 

디자인 지원

▪시 출연금: 2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⑵		

디자인	

개발	지원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	사업개요

▪지원대상: 의왕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  현장애로기술 지원: 기업의 애로기술을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 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  중기애로기술 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추가 

지원하여 4개월 이내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  상용화 지원: 디자인, 제품설계, 시작금형 등 제품 제작부터 홍보,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판로개척까지 6개월 이내 사업화 

전과정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매출향상 및 고용창출 유도

 -  단계별 검증 지원: 현장애로기술지원 해결방안(솔루션)이 반영된 

결과물 또는 중기애로기술지원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시험분석, 설계/

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시 출연금: 5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무국  ☎ 031-500-3333

⑶		

기술닥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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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⑷	

뿌리산업	

지원

문의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 031-500-3071

지역 내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뿌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지원대상: 뿌리산업 관련 기업 및 협동조합

 ※ 6대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가공·열처리)

▪지원내용 

 -  R&D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의 과제를 추진하는 

뿌리기업에 소요비용 지원

   -  품질인증 획득 지원: 품질·산업안전 인증이 필요한 기업에 별도 선정된 

컨설팅사를 매칭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전 과정 지원

   -  기업애로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 기업경영 전반에 관하여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매칭하여 다양한 경영애로 해소

▪사업비: 2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경기테크노파크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3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육성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06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⑴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	개	요

|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사회적기업 인증 

   상담·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신청(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현장실사 및 심의(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

관) → 인증(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정기간: 3년)

   신청·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시) → 서류검토(시) → 현장실사(시, 지방고

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 → 심의(경기도 심사위원회) → 지정(경기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재정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증가

▪전문성 지원: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타: 우선구매, 홍보, 포럼, 박람회, 기업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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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4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정개요

▪�지 정: 경기도 마을기업 신규지정 공고에 따르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

▪지정요건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등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이어야 함

 - 구성원들은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 설립전 교육(1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지원내용

▪재정지원: 5천만원(1차년), 3천만원(2차년), 2천만원(고도화사업)

▪자립지원: 교육, 경영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판로지원 등

07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식서비스기반 1인 창업자(예비창업자) 발굴 및 유치를 통해 창업활성화 및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역량 있는 CEO 육성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가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위       치: 의왕시 이미로40 인덕원IT밸리 D-112호

▪지원규모: 입주공간(지정석 20개실, 자유석 1실)

|	지원내용

▪입주공간 무상 제공(최대 2년)

▪회의실 및 공공사무기기 사용

▪CEO 역량강화 및 창업지원(교육·전문가 자문)

▪투·융자기관, 외부 R&D기업과 비즈니스 연계

▪지식재산권·디자인기술 지원

▪운영기관: 의왕시(주관기관), 계원예술대학교(협력기관)

문의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345-2357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345-2365~6

⑵	

마을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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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의왕일자리센터	운영

08		의왕일자리센터	운영

|	위							치   

▪의왕시 안양판교로 89(포일동, HL사이언스빌딩) 의왕고용복지+센터 내

|	주요기능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박람회 개최

▪현장중심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의왕시 일자리네트워크 운영

|	구인신청	절차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워크넷

구인등록

구인신청서 및

사업등록증 제출
전화/방문상담

|	주요사업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       적  취업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 구직역량을 강화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기       간 2021. 2. ~ 10월

▪대       상 만18세 이상 미취업자

▪교육과정 7개 과정, 11회 운영, 교육인원 142명

일자리센터 및 
동 주민센터 
취업 상담창구 
운영

▪목       적  취업 상담·알선 및 현장 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운영시기 2021. 1. ~ 12월

▪직업상담사 현황  8명(일자리센터 2명, 각 동 주민센터 1명)

▪상담내용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직업정보 제공 등

일자리 
박람회 개최

▪목       적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고용정보와 폭 넓은 

취업기회를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체에 필요인력을 

공급하여 고용안정에 기여

▪기       간 2021. 5. ~ 11월

▪대       상 구직을 원하는 18세 이상 누구나, 구인기업

현장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목       적  일자리 사업 홍보 및 일자리 발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확충,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로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기       간 2021. 2. ~ 11월

▪대       상 20인 이상 기업, 의왕테크노파크 입주 기업

▪내       용  직업상담사(2인 1조)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운영 및 고용 

애로사항 청취 후 채용기준과 선호유형에 맞는 고용안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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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문의  |  일자리과 일자리센터  ☎ 031-345-2462~8

09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위      치

▪의왕시 안양판교로 89(포일동, HL사이언스빌딩) 의왕고용복지+센터 내

| 주요기능

▪여성 구인·구직등록 및 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 운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동행면접 및 구인·구직 여성 만남의 날 운영

▪찾아가는 새일센터 및 찾아가는 새일 일자리 발굴 운영

▪구직자, 취업자, 채용기업 사후관리

| 주요사업

새일여성
인턴제

▪운영시기 2021. 1. ~ 12.

▪참여기업 4대보험 가입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5인~1,000인 미만

▪참여대상 의왕여성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지 원 금 380만원(기업 320, 인턴 60 / 1인 채용시)

▪내       용

 - 직무를 미리 체험하여 취업자 직장적응력 향상 및 고용유지율 향상

 -  우수 여성인력 확보와 신규 직원의 직무 및 조직 적응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 최소화로 기업 생산성 향상

현장중심 
취업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

▪목       적  정보 부재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 및 알선 제공

▪기       간 2021. 1. ~ 12월

▪대       상 구직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누구나

▪내       용  롯데마트, 국민체육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찾아가 

일자리 상담실 운영

 「1949 Day」 상설면접 운영

▪목       적 회사 내 면접이 힘든 기업을 위한 면접장소 제공

▪기       간 2021. 1. ~ 12월

▪대       상 면접장소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

▪내       용  면접장소를 제공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의왕일자리센터, 

각 동주민센터 등 가장 가까운 곳의 장소를 제공하여 

현장면접 개최 지원

동행면접

▪목       적  면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업상담사 동행면접 서비스 

제공

▪기       간 2021. 1. ~ 12월

▪대       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내       용  면접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두려움이 있는 어르신, 

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사가 동행하여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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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문의  |  일자리과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31-345-2682~8

집단상담 
프로그램

▪목      적 여성의 근로의욕 고취와 직무능력 향상

▪운영시기 2021. 2. ~ 11. (17회)

▪교육대상 구직 희망 여성

▪교육내용 진로탐색,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모의면접 등

직업교육훈련 
운영

▪목      적  구인수요가 높은 직종에 대한 훈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재취업 지원

▪운영시기 2021. 3. ~ 11.

▪교육대상 구직 희망 여성

▪운영과정  3개 과정(아파트경리사무원, 단체급식전문가, 캐드·회계 

실무양성과정)

  ※ 여성가족부 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취업축하 
백일잔치

▪목       적 여성 직무 적응 및 고용유지

▪운영시기 2021. 4. ~ 11. (10회)

▪지원대상 의왕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한 기업

▪지원내용  취업 100일 전후하여 채용기업을 방문하여 취업자 

축하행사(떡, 음료 제공)

새일 점프 업! 
단기 특강  

▪목       적 여성 직무능력 향상

▪운영시기 2021. 2. ~ 11. (5회)

▪교육내용 전산교육 및 단기 취업 특강

행복한 멘토! 
새일 노무특강

▪목       적 근로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근로기준법 등 교육

▪운영시기 2021. 2. ~ 11. (9회)

▪교육내용 노동 관련 법령 단기특강

얼쑤! 
신명나는 
우리일터

▪목       적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확립

▪운영시기 2021. 1. ~ 12. (6회)

▪교육대상 의왕여성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을 채용한 기업

▪교육내용 상담사, 강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직장문화개선 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인사노무 특강, 기업체 요청 특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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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안내

문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345-2361~2

10		기타안내

기업인이 경영 일선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해결 추진

|	기업SOS란?

▪ 지원시책, 규제, 제도개선 등 기업애로 처리 지원을 위한 의왕시와 

경기도, 유관기관 상시 네트워크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주요 애로사항: 자금, 판로 개척, 제품개발, 기업규제 등

|	주요기능

▪기업애로 소관기관별 실무검토 합동 현지조사

▪ 기업애로 One-stop 처리회의 운영

▪처리절차

사후

관리

처리

(전문가 컨설팅)

현장

조사

애로

발굴

|	상담·문의

▪ 홈페이지: www.giupsos.or.kr(경기도 기업 SOS넷)    

▪직접방문: 의왕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공장이란?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	대			상

▪공장설립

 -  신 설: 제조시설 500m2이상 공장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경우

 - 업종변경: 등록된 공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규등록 

    제조시설 500m2미만의 공장건축면적에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	필요서류

▪공장설립 등의 신청서 또는 공장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임대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등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의왕시 홈페이지(분야별-경제/일자리-기업지원) 참조

|	신청방법

▪직접방문(의왕시 기업지원과) 또는 우편접수

▪인터넷접수: 공장등록신청 검색(www.factoryon.go.kr)

문의  |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 031-345-2356

⑴	

기업	SOS	

지원단	

운영

⑵

공장설립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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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문의  |  의왕상공회의소  ☎ 031-451-5061

|	현			황 

▪위    치 :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벽산선영테크노피아 1101호

▪회    장 : 김철환  

▪회원업체수 : 618업체(법인:467, 개인:151)

     ※ 회장1, 부회장7, 상임위원11, 감사1, 의원3, 특별의원3

|	가입안내

▪�의왕시에 사업장(지사, 지점 포함)을 두고 있는 상공업자(법인, 개인)

구  분 회원자격 회  비

매출액(반년) 25억 미만 자율 가입 연간 50만원

매출액(반년) 25억 이상 당연 회원 매출세액Ｘ2.6/1,000

 ※ 상공회의소법 법률 8109호 제10조, 상공회의소법 제14조 제2항

|	회원혜택

▪상공회의소 운영 직접참여(임원 및 의원 선거권)

▪CEO를 위하여 최신 경영정보 및 교류기회 제공

▪경영정보포털 올댓비즈(allthatbiz.korcham.net) 제공

▪코참경영상담센터 운영(www.korcham.net) 1600-1577

▪법률, 세무, 노사, 경영 등 무료상담

▪세무, 회계, 연수 등 각종 실무교육 기회 제공

▪원산지 증명 등 무역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각종 경제 관련서적 제공

▪창립기념일 및 행사지원

1	1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⑴ 경기도 공공기관(기업지원) 현황

번호 기관명 대표전화 주요기능

1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600
맞춤형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취·창업 역량교육 지원

2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용보증/경영지도/사후관리 추진

3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031-259-6000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특화산업 육성 지원

031-259-6119 기업애로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4 한국나노기술원 031-546-6000
나노소자 관련 연구 지원

나노공정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200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

6 차세대융합기술원 031-888-9114
융합기술분야 연구 및 교육훈련

지역 특화기술 개발 지원

7 (주)킨텍스 031-810-8114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컨벤션센터 시설관리 운영

8 경기콘텐츠진흥원 032-623-8000
창업자 및 스타트업 지원

게임, 음악, 영상, 출판사업 지원

9 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150
온오프라인 입점 및 홈쇼핑 지원 
상품개발, 디자인, 공공배달앱 등

⑶	

의왕상공

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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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중소기업청 공공기관(기업지원) 현황

번호 기관명 대표전화 주요기능

1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1357

정책자금, 컨설팅·기술지원,

해외마케팅, 연수

2
신용보증기금

군포지점
031-450-6413

보증, 보험, SOC

창업 및 경영지원 등

3
기술보증기금

안양기평
031-450-1600

기술보증,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기업 인증

4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0
인력, 자금, 기술, 

판로지원 등

⑶ 창업유관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대표전화 주요기능

1
의왕시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031-345-2366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

사무공간 지원, 교육

2
경기벤처창업지원

센터(의왕)
031-830-8611 여성특화형 창업센터

⑷ 경제단체 현황

번호 기관명 대표전화 주요기능

1 의왕상공회의소 031-451-5061
의왕시 중소기업 지원

경영정보 및 교류

2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
031-427-8909 의왕시 벤처기업 지원

3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031-8084-3511~2
의왕시 여성CEO 지원

여성기업 교류

의왕시 기업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의왕시 홈페이지를 항상 확인하여 기업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홈페이지(www.uiwang.go.kr)  분야별 > 경제/일자리 >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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