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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벤처지원센터 업체현황

연
번

호실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업종 주요사업

1 101호 향기로운나무 김지명 조경, 생화, 광고 ICT 융합 수직정원

2 102호 디자인하이픈 조정민 산업디자인 캐릭터,CI,BI 디자인

3 103호 ㈜아이티에스 신동윤 285-2050 소프트웨어개발 웹사이트 제작

4 105호 ㈜젠트정보기술 김광진 284-0045 소프트웨어개발 NFC&모바일콘텐츠

5 201호 (유)청천 김규철 285-3675
신재생에너지개

발
BIPV 태양광모듈 기술 개발

6 202호 에이스산전 정성진 285-3957 전기자재용품 전용화, 굴삭기전기시스템

7 203호 ㈜미디어포유 김용은 284-3456 소프트웨어 자문 드론콘텐츠 플랫폼

8 204호 나음에스이 박원석 284-6601 소프트웨어 개발 sns스토리 기반 시스템 개발

9 205호 테라플랜 조민철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10 206호 ㈜국제드론센터 김민철 소프트웨어 개발 코딩드론 소프트웨어

11 207호 바르개 최정빈 소프트웨어 개발 IoT Play ball

12 208호 ㈜맥스코리아 강충열 272-5164 옥외광고물제작 가로시설물

13 209호 햇앤쿨 박건도 287-6977 냉난방 공사업 파라솔 구조의 냉난방 장치

14 210호 월드케이디테크㈜ 김석대 287-8633
선박구성부분부

품
산업기계 부품 및 치공구류

15 211호 이레삼성정보통신 김신광 283-8285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16 301호 에이오코리아 김전일 0504-347-4780
컴퓨터시스템구

축
IoT 자가충전 위치추적기

17 302호 (유)SG엔지니어링 정 경 283-4936 일반기계 식품가공기계제작

18 303호 (유)인터테크 신동욱 287-0046 하드웨어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19 304호 (유)이오전기 최정은 273-9789 전기공사 자동제어 및 수배전반

20 305호 ㈜휴먼아이티솔루션 최봉두 1599-0578 소프트웨어 개발 노인 기능성 게임기기 개발

21 306호 ㈜드림밸류 김관모 070-8680-1111 소프트웨어개발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개발

22 307호 목포배달앱주식회사 이두원 소프트웨어개발 e-러닝 시스템

23 308호 도자기디자인연구소 김상현 285-8897 디자인연구개발 도자기 디자인 및 제품 개발

일자리·경제 > 벤처정보 > 벤처기업현황벤처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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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08호 도자기디자인연구소 김상현 285-8897 디자인연구개발 도자기 디자인 및 제품 개발

24 309호 파라소프트웨어 김성욱 980-1591 프로그램개발 웹하드솔루션 개발

25 310호 스마트오더 김재환 272-0021 프로그램제작 IoT솔루션 개발

26 311호 ㈜오렌지 한혜경 282-6347 소프트웨어 개발
사용자 자동생성 모바일청첩

장

연
번

호실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업종 주요사업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 업체현황

연
번

호실 업체명 대표 전화번호 업종 주요사업

1 101호 뉴21커뮤니티㈜ 박선민 1644-9501 소프트웨어 개발 웹개발, 전남오픈마켓

2 201호 (유)대승엔지니어링 백용 282-4728 인쇄사
무인항공(드론)촬영 및 조감

도

3 202호 공실 (11.30. 퇴거)

4 203호 ㈜레인아이 강경철 277-6797 홈페이지솔루션 홈페이지솔루션

5 203-1 조은생각 박경진 　 영상미디어제작
영상콘텐츠, 영상제작, 음악

제작

6 204호 ㈜레디메이커 김현정 981-0105 교육서비스업 진로직업체험 에듀테크

7 205호 ㈜드림테크 정연오 285-7598　
컴퓨터시스템 구

축
컴퓨터시스템 구축　

8 206호 호남광고미디어 정준후 070-8198-1974 광고영상제작 광고,홍보영상제작

9 206-1 ㈜온느낌 최영은 070-8688-6315
심리상담 및 치

료
스포츠 심리서비스

10 207호
(사)그린테라피 복지원

예센터
김혜상 284-7450 생화,관엽 체험프로그램 패키지 개발

11 301호 (유)호정솔루션 이문석 802-0007
지리정보관련용

역
소프트웨어 개발

12 302호 맘키드크래프트 김명효 287-1155 공예품, 디자인 문화관광상품(도자기)

13 303호 ㈜인포시크 서연숙 284-1010 계측자동제어 인쇄, 레저용품개발(보트)

14 304호 ㈜티원포아이씨티 정선욱 283-8866　 시스템유지보수 통합데이터 보안 및 보호

15 305호 스픽스 이찬슬 　 영상 콘텐츠 영상 콘텐츠

16 306호 던조형연구소 홍혜란 287-9474 미술작품 제작 공공기관 조형물제작

17 307호 (주)사람과문화 문효경 281-1377
기타예술관련산

업
지역문화축제 기획

18 308호 ㈜크레펀 이지웅 070-8600-1254 광고대행업
영상기반 오픈마켓 "알리세

온"

19 309호
엔에이치앤에이 유한

회사
박상준 농업 시설물작물 재배업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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