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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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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갯벌타워

기업SOS팀 

자금지원팀

마케팅지원팀

뷰티산업지원팀

ICT산업진흥센터

로봇산업진흥센터

항공자동차센터

바이오센터

스포츠융합센터

미래산업기술센터

서비스디자인팀

전략정책연구실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애니오션빌딩  SW융합진흥센터

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Global-top 혁신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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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양성팀 / 취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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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본부

창업지원팀 032)250-2150
●  창업생태계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하여 스타트업의 성공에 

   필요한 다양한 SW/HW 인프라 지원 

●  전문인력,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기업부터 성숙단계의 기업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 체계로 인천시민의 성공 창업을 선도

마케팅지원팀 032)260-0630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수출지원사업운영

● 해외전시개별 및 단체참가, 시장개척단
● 수출인프라(컨설팅, 영문브로셔, 지사화), 국내전시참가

자금지원팀 032)260-0621~23
●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안정기반 구축

● 저리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제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뷰티산업지원팀 032)260-0642
인천광역시가 화장품 제조사와 공동개발한 우수한 품질의 ‘어울’

화장품 생산, 국내ㆍ외 브랜드 마케팅 지원

기업SOS팀 032)260-0610
●  기업성장 주기별 기업 니즈(Needs)를 파악하여 맞춤형, 원스톱(One-Stop)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지원 소통창구

전략정책연구실 비즈-OK 시스템

●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Think Tank'
   중장기 지역산업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기획, R&D조사분석, 
   성과평가 및 관리

032)260-0760 032)260-0742

디자인지원단

● 전문적인 디자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가치높은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개발지원, 디자인교육지원, 디자인트렌드 

   정보자료 제공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멀티미디어 영상물)

● 디자인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과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지원팀 서비스디자인팀
032)260-0224 032)260-0860

바이오센터 

032)260-0830
●  바이오 분석서비스 및 효능평가 지원

●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화장품품질검사기관 구축 및 운영

●  바이오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현장실무형 전문 인력양성

스포츠융합센터 

032)260-0842
● 골프관련 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

● 골프용품 시험평가 시스템 제공

● 3차원 스윙 영상분석 시스템 제공

● 나노입자 제조 지원

● 고온 소결/탈지 공정지원

● 소재/부품 미세조직 분석 지원

미래산업기술센터
032)260-0852
● 글로벌 미래산업 및 新성장 
     동력분야의 기술 역량을 강화

● 인천 도서지역 내 
   에너지 자립섬 구축

● 모터시험 인증 및 평가 지원 

항공자동차센터 

032)260-0810
●  자동차부품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부품 기업을 위한 
   설계, 해석,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력양성

●  항공산업의 육성, 추진전략 수립, 
   선도기업 선정, 기술사업화 지원
   및 드론분야의 기반구축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기업의 니즈(Needs)에 맞춰 가는 
 지원 서비스로 인천의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SW융합진흥센터 032)723-9818 
● SW산업을 육성하고, SW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지원
● SW융합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ICT산업진흥센터 032)260-0650
● ICT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공 ICT융합인프라 조성
● 인천시민의 정보화 혜택 확산을 위한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

창조융합본부

로봇산업진흥센터 032)260-0662

● 세계 최초의 로봇테마파크 '인천 로봇랜드' 조성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소, 파빌리온 등의 공익시설 조성을 통해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 지능형 로봇·드론산업 육성

  로봇·드론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ROBOT VAN운영 및 국내 최대 드론대회 개최, 
  미래 로봇·드론꿈나무 육성 추진

●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전용공간 '틈 (TEUM)' 

  인천지역의 콘텐츠 창작자 양성 및 새로운 직업군 창출, 콘텐츠 분야창업을 
  지원하는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전용 공간

●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 (TAM)'  
  인천 CT기업이 개발한 지역 특화 콘텐츠 유통·전시공간으로서 이용자의 
  오감(五感) 자극·반응을 유발하는 실감 콘텐츠로 이루어진 인터랙션 체험 공간

문화콘텐츠진흥센터 032)876-5071

일자리지원단

●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 현장 실무형 인력양성 및 좋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 지원

취업지원팀 인력양성팀
032)725-3030 032)725-3040

특화산업
본부

● 사업정보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합제공하여 기업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시스템

=bizok.in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