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토리 모빌리티 융합바이오 대 소 주소

1  ㈜한엘 기존 1 1 2 중기업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제판용지, 라벨스티커지 등 119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41-10 a 이노비즈

2  ㈜삼아인터내셔날 기존 1 1 중기업 제조업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웨하스, 와플, 건강바 등 71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48 (읍내리) aa- 이노비즈

3  ㈜아름다운화장품 기존 2 2 중기업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98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8길 55 (천흥리) bbb 이노비즈

4  ㈜유동금속 기존 2 2 소기업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차체부품 등 37 충남 예산 경기 평택시 세교산단로 16 bbb- 이노비즈

5  에이 엠 티㈜ 기존 1 1 중기업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검사장비, 부품 등 85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95 a- 이노비즈

6  ㈜이티에스 기존 2 2 중기업 제조업 그 등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차전지 자동화장비,2차전지 자동화장비 127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128-111 bb 이노비즈

7  남양화학공업㈜ 기존 3 3 중기업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도료 52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87 (사현리) bbb+

8  농업회사법인 예산농산㈜ 기존 2 2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잼, 기타 식품 가공 31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효림길 123 (효림리) bb 이노비즈

9  동원시스템즈㈜ 기존 5 8 5 18 중견기업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연포장재, 유리병, 공관, 산업용 필름 825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100 a-

10  드래곤모터스㈜ 기존 2 2 소기업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특장차(항공유 및 유류 운반차, 군용특장차, 소방차 등) 22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은하면 은하로184번길 111-21 (화봉리)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11  ㈜엠프로텍 기존 1 1 중기업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터보차저 부품 등 73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섶머리2길 12-49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12  ㈜동호테크 기존 3 3 중소기업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카메라 렌즈 13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안길 56, 60 (산전리)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13  ㈜씨에스켐텍 기존 3 3 소기업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계면활성제, 화공약품 등 29 경기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423호 (고잔동, 로

데오타운)
bbb- 벤처기업

14  ㈜이안하이텍 기존 1 2 3 소기업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LcD검사장비 등 33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독정기로길 33 bbb- 이노비즈

15  ㈜중앙타프라 기존 1 1 중소기업 식품제조가공업 그 등 기타 식료품 제조업 식품 반가공품 52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053-15 (노화리) bbb- 이노비즈, 메인비즈

16  유엘피㈜ 기존 1 1 중소기업 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차량운송용 컨테이너, 캠핑용 트레일러 35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103-38 (신봉리) bb 메인비즈

17  ㈜삼정이엔씨 기존 1 2 3 소상공인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산업용 냉각기 27 경기 화성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8길 73

(전곡리 1118-8, 장등리623-1, 623-2)
bbb- 이노비즈, 메인비즈

18  ㈜삼경이엔씨 기존 1 1 소기업 종합건설업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강구조물 17 충남 당진 충남 당진시 순성면 틀모시로 209-49 ccc 벤처기업

19  넥스콘테크놀러지㈜ 기존 1 2 3 중견기업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차 전지용 battery 보호회로(PcM) 등 189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95 bb-

20  ㈜미래기계기술 기존 1 1 소기업 제조업 그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부품 31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388번길 48-8 (석곡

리)
b+ 이노비즈

21  ㈜에타 기존 2 2 중기업 제조업 그 등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정수기 부품, 전자제품, 전기부품 112 충북 진천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65-51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22  ㈜다다 기존 2 2 소상공인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주형 및 금형 등 12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송로 144 (마정리) bb+

23  ㈜휴넷플러스 기존 3 3 소기업 제조업 그 등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OLED 디스플레이 소재, 기능성 소재 15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2공단3로 15-1 (성성동) b- 이노비즈

24  아센텍㈜ 기존 1 1 2 중견기업 제조업 그 등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휠 스피드 센서, 조향장치 모듈, 레이더 모

듈, 수소센서 등)
174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190-23 bbb

25  ㈜나이스엘엠에스 기존 2 2 중기업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파이프, 봉, 형재 156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0 b- 이노비즈

26  ㈜셀랩 기존 2 2 중기업 도매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 화장품 12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291 (신남리) b- 이노비즈

27  코론㈜ 기존 1 1 소기업 제조업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나노 초정밀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방전가공기 등 21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11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28  ㈜어썸리드 기존 2 2 소기업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반도체 장비 표면처리, 금속 표면처리 등 45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8번길 10 b+ 이노비즈, 메인비즈

29  ㈜MS유니켐 기존 1 1 소기업 제조업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유기 및 무기화학공업제품 9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당산단4길 62 32400 b+

30  ㈜케이디에프 기존 2 5 7 중기업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PVc 플라스틱 바닥재 200 충남 보령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길 110-3 b- 이노비즈, 메인비즈

31  ㈜하이셈테크놀로지 기존 2 2 소기업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등 16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5길 25-5 (신갈리) b+ 이노비즈

32  ㈜엔켐 기존 1 1 한시성중소기업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해액 216 충남 천안 충북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07 bb- 이노비즈, 코스닥상장

33  에스테크시스템㈜ 신규 2 2 소기업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장비용 하네스 25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감나무골길 40-17 a- 이노비즈, 메인비즈

34  ㈜글로벌피앤피 신규 1 3 4 소기업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골판지, 판지 박스 등 60 경기 화성 경기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62번길 92-60 bb 벤처기업

35  ㈜내포수출포장 신규 2 2 소기업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포장지용 골판지 상자 22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구항면 충서로 939 (마온리) bb 메인비즈

36  ㈜청암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PVC 창호, 플라스틱 도어 등 223 충남 논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720번길 40 (백석리 bbb- 메인비즈

37  ㈜프리맥스 신규 2 2 소기업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냉장, 냉동 쇼케이스 등 19 충남 예산 충남 옛나시 고덕면 예당산단2길 19 (몽곡리) bbb 이노비즈

38  ㈜호건에프에이 신규 1 1 2 중기업 제조업 그 등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장비, 자동화기계 59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14-43 bbb- 이노비즈, 메인비즈

39  ㈜디바이스이엔지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고정밀FILTER등,오클렌(OcLEN)/aFc320/검사기 등 148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169 a- 이노비즈, 코스닥상장

40  ㈜에이티이엔지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OHT 조립, 가공부품 26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61 (산동리)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41  ㈜지아인홀딩스 신규 2 2 소기업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MES 솔루션 등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2 서울 서초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68 3층 (반포동, S-Tower) bb- 벤처기업

42  ㈜한남하이텍 신규 1 2 3 중기업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아크릴 폼 테이프 130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송선농공단지길 23-25 a 이노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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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종기술㈜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검사장비(배터리), 테이핑 머신, 반도체 장비 58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145-45 b- 이노비즈

44  ㈜라파스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마이크로 니들 미용 패치, 의료기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
95 충남 천안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2 bb 이노비즈

45  ㈜넥스플러스 신규 1 1 보호대상중견기업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기차,수소차 배터리부품 167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선장면 부엉산길 39 bb 이노비즈

46  ㈜대광주철 신규 2 2 중기업 주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등 66 충남 예산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산단로 136 bb 이노비즈

47  ㈜헵시바 신규 1 1 소기업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시트 백보드 및 자동차 시트 등 25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신창면 수장로 100 (수장리) bb- 메인비즈

48  삼영기계㈜ 신규 2 1 3 중기업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선박용 엔진부품 및 철도용 내연기관 부품 146 충남 공주 충남 공주시 월미농공단지길 39 b+ 이노비즈

49  ㈜엠에스테크 신규 1 1 중소기업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기어박스 부품 19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지족향길 63 b+ 이노비즈, 메인비즈

50  신라엔지니어링㈜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Press die, Moldbase 136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271 a- 이노비즈

51  ㈜블루이엔텍 신규 2 2 소상공인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환경 컨설팅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502호, 505호 (청당

동, 킨타워)

52  ㈜세크윈 신규 2 2 소기업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장비 28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329 (소동리) b- 메인비즈

53  ㈜대성하이테크 신규 2 2 중기업 제조업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도어 그로맷, 오링, 실, 개스킷 등의 자동차용 고무 부품

및 케이블, 하네스 외
230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정도하길 155 (용정리) bb+ 이노비즈

54  ㈜은성전장 신규 1 1 중기업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 전자부품 등 142 충남 홍성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첨단산단3길 31 bbb- 이노비즈, 메인비즈

55  철우테크㈜ 신규 1 1 중기업 공사업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철구조물공사 40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정샘로 86 bb+

56  ㈜에너담 신규 2 2 소상공인 제조업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지게차용 배터리팩, 골프카트용 배터리팩, 태양광 ESS

등
10 충남 아산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동로 206 b 벤처기업

57  ㈜우성테크원 신규 1 1 소기업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냉열기 및 냉동부품, 자동차 부품 외 20 충남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소우길 97-15 (신월

리)
bb- 이노비즈, 메인비즈

계 50 40 40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