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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체 주요 동향(안양시)

    

 대기업

  ‣ 대한전선(주), LS전선아시아(주) 서울 이전 전기신문(21.5.26.)�

� � � � � � “대한전선-LS전선아시아,� 안양에서�서울로�잇따른�상경”

    - 대한전선(주) 본사 인원(약80%) 호반그룹 사옥(서울 서초구)으로 이전

    ⤷ 안양 본사 유지, 호반그룹 사옥 내 대한전선 인원은 지점의 성격으로 운영

     ※ 21.5.18. 호반그룹이 대한전선 주식 40% 보유하여 대한전선을 인수 

    - LS전선아시아(주)는 투자자들이 많은 여의도와 가까운 LS용산타워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기반 마련

     ※ LS전선(주) 본사는 안양 동안구 엘에스로 LS타워에 유지 

  ‣ ㈜오뚜기 글로벌뉴스(21.5.12.)� “오뚜기�진라면�용기면,� ⽇� 코스트코�입점..� 일본을�홀린다.”

� � � �- 오뚜기 진라면 용기면이 봉지면(2020.10. 입점)에 이어 일본 코스트코에 입점

   ⤷ 대형 유통망 확보와 라인업을 확대하여 일본 공략 속도 가속화

   - 2021년 1분기 주요 7개 식품업체 중 소비자 관심도 1위

   ※ 7개 주요 식품업체: 오뚜기, 농심, 풀무원,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동원F&B, 동서식품

  중소기업

  ‣ ㈜코텍에너지 에너지경제(21.5.24.)� “(주)코텍에너지�「2021에너지환경기술대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수상”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발전을 위한 보급사업과 수요확산 및 안전관리를 위한

     태양광발전장치 및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신재생

     발전에 기여하여 2021 에너지 환경기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 ㈜코텍에너지는 2022년 안양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Ⅰ. 기업체 주요 동향                                                                              04 

 중소기업

  ‣ 21년 경기도 스타기업 44개사 선정 UPI뉴스(21.5.20.)� “경기도,� 스타기업� 44개사�선정”

   - 안양시 4개 기업 선정

   ⤷ ㈜지앤아이테크, 디토닉(주), 유에프엠시스템즈(주), ㈜미소전자통신

   ※ 스타기업 육성산업: 경기도의 대표적인 기업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에 필요한 지원금을 연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액 선금 지급

  ‣ ㈜휴비츠 데일리한국(21.5.13.)� “휴비츠-안양시-세이브더칠드런,� 취약계층�아동�지원나서”

� � � �- 안광학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비츠가 안양시 취약계층아동 검안 및 시력교정

     지원사업 3자 업무협약 체결

   ⤷ 안광학 진단기기 제공 및 검안 버스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검안 검사 및 시력 교정 등 시력 보호 예방활동을 후원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건설로 분양 가치 상향 

� � � � �아시아경제(21.4.14.)� “규제에서�비교적�자유로운�지식산업센터�내�기숙사�대체�투자처로�인기.”

� � � � � -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 입주 기업인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 거주자와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킴 

    ⤷ <기사내용�발췌> 
  실제로 안양시 최대규모로 인기를 끌었던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은 1차분 분양이   
  모두 조기 완판된 인기 지식산업센터다. 풍부한 임대수요 확보는 물론 어린이집, 피트니스     
  센터, 옥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했다.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계약 시작 5일   
  만에 306실이 모두 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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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창조산업진흥원 입주 관련 정보

 입주기업 동향

 ‣ 기 업 명: ㈜유비씨(대표: 조규종) / 본원 404호

 ‣ 사업분야: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개발
    ※ 5G 기반 원격 VR/AR 협업 설계 및 제품검사 플랫폼 개발
     ☞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
       - 사업명 : XR 플래그쉽 프로젝트
       - 사업비 : 13억원(국10, 자부담3) 

 입주 현황
                                               (2021. 5월말)

 입주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 또는 공장 등록 이전 기업 : 안양시 관내에 본사를 둔 기업
  ‣ 모집절차

  
  ‣ 문의처: 031)8045-6732

구�분
입�주� (개소) 비고

(특이사항�등)계 기존 신규 공실

계 113 101 2 6

본원 38 34 2 2 주)카르만,� 디스이즈�신규입주

창업지원 64 60 - 4(Nipa)

동안벤처 11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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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창조산업진흥원 주요 사업 정보

 주요 사업 계획

 1. 소공인지원센터 오픈식 및 지원사업 설명회                     

   ‣ 사업목적: 소공인 지원시책 홍보 및 공동작업장 활용방안 시연 등 

   ‣ 대    상: 관내 소공인 등 50여명

   ‣ 장    소: 본원 지하1,2층 강당 및 공동작업장

   ‣ 추진계획: 7월중

 2. 저작권 육성지원                         
   ‣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서울, 경기소재)

   ‣ 사 업 비: 25,000천원(국비)

   ‣ 지원내용: 우수 저작물 보유기업 

     - 시제품 제작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추진계획: 모집공고(7월)  ※경기저작권센터

 

 3. XR 스마트팩토리 체험관 운영                         

  ‣ 장    소: 본원 12층 K-Lounge

   ‣ 규    모: 메인 디스플레이 및 XR 체험 존 구축(15㎡, 약 5평)

   ‣ 운영내용: 관내 기업 제품의 *디지털 트윈 작업 및 협업 공간 무상 제공

      * 디지털 트윈 기술 :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 추진계획: 체험관 운영(7월예정)

               ※ ㈜유비씨와 창조산업진흥원 협업 운영(2021.7.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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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

 지식산업센터(분양 진행) 현황

 ‣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
   - 문의처: 시행사 ㈜한가람개발(031-429-8333), 시공사: 에이스건설(주)

  ※ 용도비율: 지식산업센터(81%), 지원시설(6%), 기숙사(13%)  

  
    - 위치도

위 치 공사
진행율 분양율 공장

분양가 건축면적/연면적 용적률 준공일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31

100% 84%
760

(만원/평)
5,374,3㎡(1625.7평)/

54,794.1㎡(16,575,1평)
349.8%

(지하3층,지상21층)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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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명학 아너비즈타워
  - 문의처: 시행사 (주)비에이플러스(010-6709-0850), 시공사: 두산중공업(주)   

  ※ 용도비율: 지식산업센터(79%), 지원시설(8%), 기숙사(13%)                     

    - 위치도

   

위 치 공사
진행율 분양율 공장

분양가 건축면적/연면적 용적률 준공일

만안구 안양동 
199

100% 80%
711

(만원/평)
4,525.8㎡(1369.1평)/

45.627.1㎡(13,802.2평)
349.53%

(지하2층,지상11층)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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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스하이테크시티 평촌

   - 문의처: 시행사 부경종합개발(주)(031-426-1196), 시공사: 에이스건설(주)

   ※ 용도비율: 지식산업센터(79%), 지원시설(8%), 기숙사(13%) 

   
   - 위치도

위 치 공사
진행율 분양율 공장

분양가 건축면적/연면적 용적률 준공일

동안구 
흥안대로 457-27

70% 90.5%
682

(만원/평)
4,548,2㎡(1375.8평)/

44.374.4㎡(13,423,3평)
349.8%

(지하2층,지상15층)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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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역 2차 SK V1 타워  

  - 문의처: 시행사 코리아신탁(주)(02-2225-8475), 시공사: SK건설(주) 

  
 ※ 용도비율: 지식산업센터(87%), 지원시설(13%)

  

   - 위치도

위 치
공사

진행율
분양율

공장
분양가

건축면적/연면적 용적률 준공일

동안구 호계동 
555-2

10% 93.8%
726

(만원/평)
6,317.12㎡(1938.5평)/
72,915.77㎡(22,010.2평)

349.9%
(지하2층,지상20층)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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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 문의처: 시행사 KB부동산신탁(주)(031-360-5009), 시공사: 아이에스동서(주)

   ※ 용도비율: 지식산업센터(77%), 지원시설(12%), 기숙사(11%)

  

   - 위치도

위 치
공사

진행율
분양율

공장
분양가

건축면적/연면적 용적률 준공일

만안구 안양동 189 54% 96%
645

(만원/평)
16,662,9㎡(5,040,5평)/
216,026,1㎡(65,347,9평)

524.68%
(지하2층,지상28층)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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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양‧석수

       스마트타운 주요 동향

    

 관양스마트타운(총 9개 : 입주 6개, 미입주 3개)

  ‣ 입주기업(완공): 한국계측기기(관양동 1664-2)

   - 건물 완공하여 2021. 6월 입주 예정   

 석수스마트타운(총 19개 : 입주 12개, 공사중 3개, 미입주 4개)

  ‣ 입주기업(미입주): 오상자이엘(석수동 859-11)

    - 2020. 11. 26. ㈜조아라(웹툰 업체) 부지 매각, 현재 세부 건축 계획 없음

   ‣ 입주기업(미입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석수동 860-2)

    - 매각(공매) 예정이나 현재 세부 계획 없음

   ‣ 입주기업(건축중): ㈜유림싸이겐/세계정밀/코모토모

    - 현재 공사 중(2022년 상반기 완공 예상) 

   ‣ 문의처: 031)804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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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업 자금지원 관련 정보

 기업 자금 지원 현황(2021. 5.)

 ‣ 문의처: 031)8045-2284                  

구분 계 운전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비고

지원계획 1,000 710 260 30

지
원
결
정

소계 423 330 93 -

전월누계 324 235 89 -

5월실적 99 95 4 -

지원예정 577 380 167 30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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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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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등록 동향(안양시) 

  규모별 공장 등록 현황                                 
                                            (단위: 개소, %)  

              

  공장 등록, 폐업, 이전 현황(2021. 1. ~ 2021. 5.)

                                                                         (단위: 개소) 

   ※ 공장 등록 기업체 중 첨단 기술 기업 현황

계(명) 대� � 기� � 업 중� � 기� � 업 소� � 기� � 업

업� 체� 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수 종업원수 업�체� 수 종업원수

1,639 30,085 4 1,726 101 11,012 1,534 17,347

100 0.2 5.7 6.2 36.6 93.6 57.7

구� � 분 공장등록(설립) 공장폐업 공장이전 비� �고

전월누계 56 12 41

2021.5. 20 1 9

소계 76 13 50

업체명 사업�현황

㈜링크투

○�대� 표� 자� :� 김희영
○�위� � � � 치� :� 흥안대로� 445(평촌K비즈리움)
○�직� 원� 수� :� 6명� � � � � � � � � � � � � � �
○� 주생산품� :� 드론,� 무인� 비행장치�제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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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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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안양시 인증현황

  ※ 인증 유효기간: 3년

기업/공공 기업명 신규인증/재인증 대표자/주소 생산품

공공기관

안양도시공사

재인증(2020년)
배찬주

/동안구�평촌대로� 389

시설관리

공단

기업

지니언스㈜

재인증(2019년)
이동범

/동안구�벌말로� 66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태림전자㈜

재인증(2020년)
우상현

/만안구�전파로� 44

유선통신

장비

기업

㈜트리니티소프트

재인증(2020년)
김진수

/동안구�학의로� 282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유비씨

재인증(2020년)
조규종

/동안구�시민대로248번길� 25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에이씨앤티시스템

신규인증(2018년)
권태상

/동안구�엘에스로91번길� 16-11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태성산업

신규인증(2018년)
정숙인

/동안구�시민대로327번길� 16

화장품

제조용기

기업

㈜에스엠케이

신규인증(2018년)
김도형

/동안구�학의로� 268

축전지

제조

기업

지온메디텍

신규인증(2019년)
박종철

/동안구�학의로� 250

의료용�기기

제조

기업

㈜블루셀

신규인증(2020년)
주상철

/동안구�학의로� 282

유선통신

장비

기업

㈜지오플랜

신규인증(2020년)
김지성

/동안구�엘에스로� 142

소프트웨어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