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성공패키지사업 문의처

구 분 전 화 주 소 관할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1357 국번없음

서울
수출지원센터

02-2110-6334
633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우 : 13809) 서울특별시

부산
수출지원센터 051-601-5166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우 : 48060)

부산광역시

대구경북
수출지원센터

053-659-2241∼5,
2248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우 : 4272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
수출지원센터

062-360-9191
9194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우 : 61928)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 수출지원센터 064-753-8757
8758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
이동)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2층
(우 : 63217)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출지원센터

031-201-6948
694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반달공원옆 (우 : 16705)

경기도
(경기북부 10개시군

제외)

경기북부사무소
수출지원센터

031-820-9033
9030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우 : 11497)

경기북부 10개시군

인천
수출지원센터

032-450-1135
1133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 : 21632) 인천광역시

대전충남
수출지원센터

042-865-6155
615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 : 3411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울산
수출지원센터

052-210-0063
006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우 : 44248) 울산광역시

강원
수출지원센터

033-260-1675
167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퇴
계동) (우 : 24427) 강원도

충북
수출지원센터

043-230-5327
537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우 : 28119)

충청북도

전북
수출지원센터

063-210-6485
64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우 : 54966) 전라북도

경남
수출지원센터

055-268-2542
25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우 : 51439) 경상남도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02) 6678-4134 대전 042) 862-9205,7 광주 062) 369-3051,55

서울동남부 02) 2156-2205 충남 041) 621-3673,5 전남 061) 280-8041,32

서울북부 02) 769-6423 충북 043) 230-6832,5,7 전남동부 061) 724-1058

인천 032) 450-0518,0540 충북북부 043) 841-3633 부산 051) 740-4130～1

인천서부 032) 450-0572 전북 063) 210-6466,7 부산동부 051) 784-3628

경기 031) 201-6842,6 전북서부 063) 460-9823,31 울산 052) 703-1133,7,9

경기서부 031) 496-1017 대구 053) 659-2533～5 경남 055) 212-1363,77,78

경기북부 031) 920-6725 경북 054) 476-9312～3 경남동부 055) 310-6614

경기동부 031) 788-7305 경북동부 054) 223-2042 경남서부 055) 756-3073

강원 033) 259-7612 경북남부 053) 212-3324 제주 064) 753-8758

강원영동 033) 655-8875～6   수출지원처 : (☎ 055-751-9724,9726, 9495～6)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
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
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
군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
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군, 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
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
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
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
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
군, 합천군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아시아하이웨이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문의처

 ◦ 신청기업의 주 사업장 소재지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문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02) 6678-4134 대전세종 042) 862-9205,7 광주 062) 369-3051,55

서울동남부 02) 2156-2221 충남 041) 621-3673,5 전남 061) 280-8041,32

서울북부 02) 769-6417 충북 043) 230-5361,2,3 전남동부 061) 724-1058

인천 032) 450-0519,0540 충북북부 043) 841-3633 부산 051) 740-4131

인천서부 032) 450-0565 전북 063) 210-6466 부산동부 051) 784-3628

경기 031) 201-6842,6 전북서부 063) 460-9831 울산 052) 283-0185,6

경기서부 031) 496-1017 대구 053) 659-2535 경남 055) 268-2505

경기북부 031) 925-6728 경북 054) 476-9312～3 경남동부 055) 310-6625

경기동부 031) 788-7305 경북동부 054) 223-2042 경남서부 055) 756-3073

강원 033) 269-6939 경북남부 053) 212-3332 제주 064) 753-8758

강원영동 033) 655-8875～6   수출마케팅사업처 : (☎ 055-751-9725, 9726, 94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