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스타트업투데이
타기관
순번

기관명

창업지원 사업명

지원분야 구분

사업명/행사명

추진일정

행사장소

개최방법

지원내용

(기업)

담당자

참여가능여부
행사·네트워크

행사·네트워크

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창업경진대회

2021 경기 스타킹 Day

2021.8.17.(화)~
11.11(목)

2021.8.30(월) ~
2021.11.11(목)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1) 목적 : 경기지역 내 창업지원기관과의 공동개최를 통한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의식 제고
https://www.gg-startup.co.kr

온라인

(2) 대상 : 모집기간 내 신청한 예비·초기 창업자(팀)

O

-

02-360-4512

O

김세인

031-201-6921

ksi7602002@korea.kr

X

이지훈

031-201-6975

ljh195@korea.kr

고채림

031-201-6906

cherrykok@korea.kr

박소영

070-4164-8948

doljeja@ccei.kr

-

김슬지

031-890-7807

seulji@dipa.or.kr

-

김슬지

031-890-7807

seulji@dipa.or.kr

-

주민아

03-850-5815

minaj1026@naver.com

이훈성

031-496-4597

hslee@gtec.ac.kr

김유진

031-496-4598

ujin@gtec.ac.kr

이훈성

031-496-4597

hslee@gtec.ac.kr

김유진

031-496-4598

ujin@gtec.ac.kr

O

전혜영

031-249-8702

startravel@kgu.ac.kr

O

강한경

031-249-8663

khk0596@kgu.ac.kr

O

노은혜

031-249-8665

neh1234@kgu.ac.kr

O

노은혜

031-249-8665

neh1234@kgu.ac.kr

031-8005-2806~7

danbi@dankook.ac.kr

(3) 내용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시상
(1) 목적 : 경기지역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

오프라인

(2) 대상 : 경기지역 창업지원기관 스타트업(지원기업·졸업기업) 및 매니저(운영인력)
(3) 내용 : 신청자들의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성과공유)를 통한 창업우수 사례 공유 및 창업성공 사례 전파
(1) 목적 : 비즈쿨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시제품화 하는 창작활동 지원

자체사업
행사·네트워크

경기 비즈메이커 아이디어 경진대회

2021.9.6(월)~

온·오프라인

10.28(목)

(2) 대상 : 경기지역 비즈쿨 초·중·고 학생 창업팀(모집완료)
(3) 내용 : 메이커스페이스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창작 아이디어 발굴, 기업가정신 및 지식재산권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여 발표평가 우수 팀(6팀) 시상
(1)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2.(화) 17:00 까지

투자

「2021 스타트업 815」 제7회 D.N.A(Data, Network, AI) 분야 IR

2021.10.28.(목)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10:00~13:00

허브 창업존 6층

(2) 신청방법 :이벤터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vent-us.kr/uswstartup/event/37715)
오프라인

(3) 대상 : 경기도 소재 D.N.A(Data, Network, AI)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스타트업 총 8개사
(4) 행사절차 : 모집공고(~10월 12일(화))→서류평가(~10월 14일(목))→서류발표(10월 15일(금))→사전 IR지원 멘토

참여기업 추천
가능

링(~10월 27일(수))→IR 피칭 및 네트워킹(10.28.(목))
(1)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2.(화) 17:00 까지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존

투자

「2021 스타트업 815」 제7회 D.N.A(Data, Network, AI) 분야 IR

2021.10.28.(목)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10:00~13:00

허브 창업존 6층

(2) 신청방법 :이벤터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vent-us.kr/uswstartup/event/37715)
오프라인

(3) 대상 : 경기도 소재 D.N.A(Data, Network, AI)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스타트업 총 8개사
(4) 행사절차 : 모집공고(~10월 12일(화))→서류평가(~10월 14일(목))→서류발표(10월 15일(금))→사전 IR지원 멘토

참여기업 추천
가능

링(~10월 27일(수))→IR 피칭 및 네트워킹(10.28.(목))

3

10

12

부천산업진흥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의정부시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메이커

메이커

행사·네트워크

제1회 경기도 온라인 메이커 경진대회 모집공고

제1회 경기도 온라인 메이커 경진대회 모집공고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A권역 통합 IR 프로그램

2021.10.1.(금) ~
2021.10.29.(금)

2021.10.1.(금) ~
2021.10.29.(금)

2021.10.06(수)~
2021.10.07.(목)

(1) 목적 : 메이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메이커 창작에 대한 흥미 부여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온라인

온라인

(2) 대상 :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3) 내용 : 개개인의 일상 속 창작활동을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메이킹 경진대회
(1) 목적 : 메이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메이커 창작에 대한 흥미 부여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온라인

온라인

(2) 대상 :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3) 내용 : 개개인의 일상 속 창작활동을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메이킹 경진대회
(1) 목적 : A권역 중장년센터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방안

춘천

오프라인

(2) 대상 : 중장년 A권역 입주기업
(3) 내용 : A권역 입주, (당해)졸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1) 목적 : 경기도, 시흥시에 기업가정신과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 지원하

행사·네트워크
19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021년 경기서부권역 통합창업경진대회

2021. 09. 01(화)~
2021. 10. 27(수)

시흥산업진흥원

오프라인

는 창업 지역 거점 마련
(2) 대상 :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일반인, 창업동아리 등 참여기관의 추천받은 자

-

(3) 내용 : 참여기업 선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대상 후속 지원

창업보육센터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차 신규 모집공고 및 2차 재평가 공고

2021. 10. 01(금) ~
2021. 10. 15(금)

(1) 목적 :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기과기대 창업보육센터

온라인

(2) 대상 : 경기지역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기업

-

(3) 내용 : 신청접수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심사를 거친 뒤 센터 내 입주지원
(1) 목적 : 예비창업패키지에 선정된 창업기업의 역량강화 및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습.체험 중심의 심화교육

교육

2021 예비창업패키지(일반분야) 심화교육(자체)

2021.10.15(금)

청계산 오라카이 호텔

온오프라인 (2) 대상 : 2021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선정기업
(3) 내용 :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IR 작성 및 실전 피칭 멘토링

예비창업패키지
행사·네트워크
20

2021 경기 창업경진대회 서류 및 발표평가

서류: 2021.10.14(목)
발표: 2021.10.28

(1) 목적 : 경기도내 창업의식 제고와 창업촉진 및 우수창업자 발궁
경기대학교

온오프라인 (2) 대상 : 학생부 및 일반부로 구분한 경기도내 예비창업자
(3) 내용 : 서류평가자 대상 1.5배수 선발하여 발표평가 진행

경기대학교

(1) 목적 :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제공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무역 상담회

2021.10.26(화)

수원 컨벤션센터

오프라인

(2) 대상 : 권역 내 초기 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20개사
(3) 내용 : 국내 유통 MD 및 대형 유통 벤더 1:1 맞춤형 상담회 및 참여기업 제품 전시

초기창업패키지
행사·네트워크

G-Creative Startup Expo

2021.10.28(목) ~
2021.10.30(토)

(1) 목적 : 해외 바이어, 국내 대형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와 창업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제공하여 판로개척 지원
일산 킨텍스

온오프라인 (2) 대상 : 권역 내 초기 창업기업(업력 3년 이내) 22개사
(3) 내용 : 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웹세미나 등 전시회 특별 프로그램 및 전시회 개별 부스 지원
(1) 목적 :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27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

2021.10.7.(목) ~

BI-Net, 용인시, 교내 홈페이지,

2021.10.20.(수)

K-스타트업 등 공고예정

온라인

(2) 대상 : 창업 3년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또는 예비창업자(3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IT분야 우대 및 우수기
술 보유 기업, 산학협력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서영미
이보라

(3) 내용 : 신청접수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심사를 거친 뒤 센터 내 입주지원
교육

행사·네트워크
29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2021년 고양시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1,2차)

2021년 D-NET DAY(동국 네트워킹 데이) 소그룹 간담회

창업보육센터

2021.10.13.(수)~

동국대학교 BMC캠퍼스

2021.10.14.(목)

(고양시)

미정
2021.09.29.(수)~

멘토링·컨설팅

입주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1.10.06.(수) 모집
예정

동국대학교 BMC캠퍼스
(고양시)
동국대학교 BMC캠퍼스
(고양시)

(1) 목적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언택트 마케팅 전략 수립
온라인

(2) 대상 :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 중 마케팅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O

송은영

031-961-5464

nabi082@dongguk.edu

X

송은영

031-961-5464

nabi082@dongguk.edu

X

김대욱

031-961-5466

dguivic@dgu.ac.kr

(3) 내용 : 마케팅 시장의 이해 및 마케팅 실무
(1) 목적 : 입주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대응력 강화
오프라인

(2) 대상 : 입주기업 대표 및 임직원
(3) 내용 : 동종업종 트랜드 공유 및 네트워킹 등
(1) 목적 : 입주기업의 BM고도화 및 IP전략 수립

온·오프라인 (2) 대상 : BMC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3) 내용 : 2개 분야(BM, IP) 컨설팅 자료 제작 지원

경기스타트업투데이
시설·공간

동국대학교 BMC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1년 6차)

미정

동국대학교 BMC캠퍼스
(고양시)

(1) 목적 :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오프라인

(2) 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O

김대욱

031-961-5466

dguivic@dgu.ac.kr

O

신동영

031-229-8524

startup@suwon.ac.kr

최윤정

031-229-8524

cyj1020@suwon.ac.kr

X

차연경

031-645-1407

venture@kicet.re.kr

-

김지숙

031-330-4621

bict@hufs.ac.kr

X

조희정

031-400-4975

jhjoe12@hanyang.ac.kr

X

조희정

031-400-4975

jhjoe12@hanyang.ac.kr

-

김슬지

031-890-7807

seulji@dipa.or.kr

O

차동혁

031-716-3339

uniquemaker@naver.com

O

차동혁

031-716-3339

uniquemaker@naver.com

O

차동혁

031-716-3339

uniquemaker@naver.com

O

노종래

031-204-6669

dct2020@fixfree.co.kr

O

노종래

031-204-6669

dct2020@fixfree.co.kr

O

노종래

031-204-6669

dct2020@fixfree.co.kr

O

노종래

031-204-6669

dct2020@fixfree.co.kr

O

노종래

031-204-6669

dct2020@fixfree.co.kr

(3) 내용 : 신청접수 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심사를 거친 뒤 센터 내 입주지원
(1) 목적 : 창업기업 해외 판로연계 기회 마련

판로·해외진출

K뷰티x샤오홍슈 랜선마케팅 프로그램

21.09~21.12

수원대학교

(2) 대상 : K뷰티 제품 보유 창업 3년이내 경기도 권역 내 기업
(3) 내용 : 중국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제품홍보, 역직구 연계

34

수원대학교

(1) 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2.(화) 17:00 까지

초기창업패키지
투자

「2021 스타트업 815」 제7회 D.N.A(Data, Network, AI) 분야 IR

2021.10.28.(목)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10:00~13:00

허브 창업존 6층

(2) 신청방법 :이벤터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vent-us.kr/uswstartup/event/37715)
오프라인

(3) 대상 : 경기도 소재 D.N.A(Data, Network, AI)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스타트업 총 8개사
(4) 행사절차 : 모집공고(~10월 12일(화))→서류평가(~10월 14일(목))→서류발표(10월 15일(금))→사전 IR지원 멘토

참여기업 추천
가능

링(~10월 27일(수))→IR 피칭 및 네트워킹(10.28.(목))
(1) 목적 : 창업기업 및 투자자 간의 기술, 창업, 투자 관련 정보공유, 투자 기회제공
55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창업보육센터

투자

2021년 KICET 기술창업 투자 IR개최

2021.10.21

대전 선샤인호텔

오프라인

(2) 대상 : KICET(진주, 이천, 부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3) 내용 : 기업 IR발표, 창업기업 및 투자자 네트워킹

56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
퍼스

(1) 목적 :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창업보육센터

시설·공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

2021년 9월~

https://www.smes.go.kr/binet/mngr/board/editView.do?
boardID=RECRUIT&mid=04

온라인

(2) 대상 : 경기지역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기업(2개사 모집 예정, 15평)
(3) 내용 : 신청접수된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심사를 거친 뒤 센터 내 입주지원
(1) 목적 : 기관별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통한 시장진출 기회 제공

판로·해외진출
59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2021년 글로벌 무역상담회

2021.10.26(화)

수원컨벤션센터

오프라인

(2) 대상 :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 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한양대에리카 4개사)
(3) 내용 : 경기권 창업기관 연합행사(11개소)로 입주기업 제품 수출을 위한 바이어 상담 및 제품 전시 등

창업보육센터

(1) 목적 : 창업기업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유치 기회 마련
투자

교내 스타트업 투자 IR 데이

2021.10.28.(목)

한양대에리카 해동부스터룸

오프라인

(2) 대상 : 교내 기술기반 창업 7년 이내 창업보육기업, 학생창업기업, 이노폴리스사업 창업기업 등
(3) 내용 : 투자IR 를 통해 사업 내용을 검증·평가 및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71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

교육

78

㈜유니크마이스터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제1회 경기도 온라인 메이커 경진대회 모집공고

유니크메이커_장비 기본교육 (10월 / 레이저커팅기)

유니크메이커_장비 기본교육 (10월 / CNC 장비)

2021.10.1.(금) ~
2021.10.29.(금)

2021.10.6 / 10.20
(수요일)

2021.10.12 (화요일)~
2021.10.13 (수요일)

(1) 목적 : 메이커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메이커 창작에 대한 흥미 부여 및 메이커 문화 확산
온라인

온라인

(2) 대상 :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기도민 누구나
(3) 내용 : 개개인의 일상 속 창작활동을 SNS에 공유하는 온라인 메이킹 경진대회
(1) 목적 : 예비 메이커 혹은 메이커들에게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를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유니크마이스터 (성남)

오프라인

(2) 대상 : 장비 사용에 관심있는 사람들
(3) 내용 : 장비 활용을 위한 장비 기초교육 ( 레이저 커팅기 )
(1) 목적 : 예비 메이커 혹은 메이커들에게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를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유니크마이스터 (성남)

오프라인

(2) 대상 : 장비 사용에 관심있는 사람들
(3) 내용 : 장비 활용을 위한 장비 기초교육 ( CNC 장비 )
(1) 목적 : 예비 메이커 혹은 메이커들에게 메이커스페이스 장비를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교육

`

2021.10.27 (수요일)

㈜유니크마이스터 (성남)

오프라인

(2) 대상 : 장비 사용에 관심있는 사람들
(3) 내용 : 장비 활용을 위한 장비 기초교육 (목공 장비)

교육

교육

79

경기창업메이커DCT
(경기청 시제품제작터)

3D프린터/레이저커팅 기본교육

CNC라우터 기본교육(2회차)

2021. 10. 01.(금) ~
2021.10.29.(금)

2021. 10. 21. (목) ~
2021. 10. 22.(금)

(1) 목적 : DCT 내 장비이용 전 장비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 숙지를 위한 교육
http://sw.fixfree.co.kr/maker/educationList.asp

온/오프라인 (2) 대상 : DCT 내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 (최대 5명)
(3) 내용 : DCT 이용안내, 장비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1) 목적 : DCT 내 장비이용 전 장비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 숙지를 위한 교육

http://sw.fixfree.co.kr/maker/educationList.asp

온/오프라인 (2) 대상 : DCT 내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
(3) 내용 : DCT 이용안내, 장비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1) 목적 : DCT 내 장비이용 전 장비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 숙지를 위한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목재가공실 기본교육

2021. 10. 28. (목)

http://sw.fixfree.co.kr/maker/educationList.asp

온/오프라인 (2) 대상 : DCT 내 장비를 이용하려는 자 (최대 5명)
(3) 내용 : DCT 이용안내, 장비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1) 목적 : 나만의 나무 반지 만들기만들기

메이커

나무 반지 만들기 원데이클래스 01기

2021. 10. 08. (금)

http://sw.fixfree.co.kr/maker/educationList.asp

오프라인

(2) 대상 : 원데이클래스에 흥미가 있는 자 (최대 4명)
(3) 내용 : DCT소개, 장비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나무 반지 만들기 등
(1) 목적 : 우드카빙 원데이 클래스

메이커

우드카빙 원데이클래스 02기

2021. 10. 22. (금)

http://sw.fixfree.co.kr/maker/educationList.asp

오프라인

(2) 대상 : 원데이클래스에 흥미가 있는 자 (최대 5명)
(3) 내용 : DCT소개, 장비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버터 나이프 만들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