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설립 쉽고, 빠르게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는

귀하의 공장설립 절차를 무료로 대행 해드립니다.

최고의 공장설립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팩토리온이란? 
공장설립 및 등록, 제증명 발급,  
공장관련 통계자료 제공 등 국내 유일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입니다

팩토리온

 1661-6844
www.factoryon.go.kr

콜 센 터

홈페이지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

이제는 민원인이 직접
공장설립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관리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묻고 답하기 대화식 민원신청으로 원하는 민원 항목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후 진행상태가 궁금하셨죠? 
이제는 바로 알려드립니다.
입력된 전화번호(휴대폰)를 통해 카카오 알림톡으로 실시간 
진행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중복 입력 항목이 많은 불편함 해결하였습니다.
중복 입력이 필요한 입력 항목은 자동 채움 기능으로 입력의 
불편함을 해소 하였습니다.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면 용도지역, 
지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증명서, 이제는 쉽고,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원하는 증명서를
쉽게 발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회원 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은 네이버 및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사용자를 쉽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서식정보 찾기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 분류 항목으로 자주 찾는 서식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서식 작성  
방법을 안내하여 혼자서도 서류 작성이 가능합니다.

브라우저에 상관 없이 홈페이지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IE, 크롬, 사파리 등 사용 중인 브라우저에 관계 없이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태블릿에서도 홈페이지 이용이
(반응형 웹) 가능합니다.

민원인을 위해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서울, 경기(광명, 과천, 안양, 성남, 광주, 하남, 
남양주, 구리, 양주, 의정부, 가평,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철원)

인천, 경기(김포, 파주, 고양, 부천)

경기(시흥, 군포, 의왕, 안산, 수원, 이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환경(경기센터, 서울센터, 인천센터, 천안센터, 
원주센터)

측량(전국센터)

경북(영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안동, 울진, 
양양, 봉화, 예천, 의성, 청송, 영덕, 칠곡, 군의)

대구, 경북(포항, 영천, 청도, 경산, 고령, 성주)

광주, 전남(강진,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목포)

전남(무안, 신안, 완도, 영암, 영광,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화순, 해남)

전남(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 제주

경남(거제, 통영, 사천, 마산, 김해, 진해, 진주, 
창원, 거창, 함양, 합천, 창녕, 함안, 고성,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환경(창원센터, 전북센터, 광주센터, 광양센터, 
구미센터, 대구센터, 울산센터, 부산센터)

대전, 충남, 충북(청주, 충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음성, 진천, 청원), 세종

전북

부산, 경남(밀양, 양산)

울산, 경북(경주)

경기(양평, 여주), 충북(제천, 단양), 강원(영월, 
평창, 인제, 양구, 화천, 횡성, 홍천, 춘천, 원주, 
고성, 양양, 정선, 속초, 태백, 삼척, 동해, 강릉)

센터명 전화번호 담당권역

070-8895-7266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 총괄공설센터

서울센터

인천센터

경기센터

구미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광양센터

창원센터

천안센터

전북센터
부산센터
울산센터

원주센터

070-8895-7320

070-8895-7440

070-8895-7532

070-8895-7537

070-8895-7538

070-8895-7736

070-8895-7781
070-8895-7937

070-8895-7905

070-8895-7989

070-8895-7824

070-8895-7834

070-8895-7617

070-8895-7979
070-8895-7852
070-8895-7874

070-8895-7363



공장설립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지?
공장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공장등록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 하고 싶어!

민원신청 메뉴를 찾기 어려울 때
공장설립 무료 대행이 필요할 때
다양한 제증명 발급이 궁금할 때

묻고 답하기 (대화식 방식)를 통한 민원 메뉴
(서비스) 찾기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입지유형별 공장 민원에 대한 주요 메뉴를 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에 구성하였습니다.

공장설립 민원 대행안내 및 상담 신청 해보세요. 
국내 최고의 공장설립 전문가가 귀하의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민원신청 안내
개별입지 민원신청
계획입지 민원신청
단순민원
증명서 발급
공장설립 무료대행

주변환경분석
입지기본정보분석
산업단지 내 분석
(계획입지정보)
산업단지 외 분석

                                               (개별입지정보)

공장등록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원하는 증명서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설립, 이제는
쉽고 더 빠르게 신청하세요

팩토리온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면? 신속한 민원처리는
온라인 민원신청 바로 가기를 활용하세요

공장설립 또는 팩토리온 방문이 처음이신가요?
바로 찾기 안내서비스를 활용하세요

개별입지
공장

계획입지
공장

신  설 변경신고 신규등록 완료신고

산업단지
입주계약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완료신고 사업개시 신고

민원신청이

처음인가요?

온라인 민원 신청

중복메뉴 통합
업무절차 간소화

공장설립 및
입지분석
정보제공

민원신청이
어렵나요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민원인 중심의 메뉴구성과 통합 검색기능 추가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 분석 서비스

공장설립유형 및 절차
사이트 이용 안내
공장설립 서류작성 안내
공장설립지원센터 안내
산업단지 안내

정보공개 신청
OPEN API 신청

통계 정보

공장 설립
안내

게시판 자주하는 질문
개선의견 수렴

설문조사

공장설립 절차
이해도 향상 및
체계적 안내

등록공장정보
정보공개 확대

정보 공개

고객지원

팩토리온에서 보유한 공장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계정보는 업무, 연구, 정책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세요

다양한 통계 정보를 활용하세요

공장등록 현황
고용 현황
공장용지면적 현황

전국 공장 통계

산업단지 유형별 공장등록 현황
산업단지 유형별 분포
등록, 영업정지, 휴업 통계

산업단지 유형별 통계분석

등록완료
영업정지/휴업
유형별(개별/계획)

광역시도/지식산업센터 공장통계

공장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요하세요?

※ 통계데이터는 BI 솔루션(태블로)을 활용하여 그래프 및
 차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미지데이터

PPT PDF

통계 결과는
다양한 문서
형태로 제공

건물 준공년도 구성비
연도별 건물 준공년도 비중
건물 준공년도 상세데이터

산업단지 건축물 준공연도 현황

TIPS

나의 공장 관리, 이제는 편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장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