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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소기업 징검다리’ 가이드북을 안내할 

중기맨 입니다. 징검다리 가이드북 이용시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저와 중기우먼이 함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징검다리’ 가이드북은 크게 중소기업청(Ⅰ권)과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Ⅱ권) 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Ⅰ권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120여개 지원시책을 정책자금, 기술개발, 

인력, 판로, 수출, 창업, 컨설팅, 소상공인·전통시장, 여성·장애인·1인 

창조기업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였습니다.

Ⅱ권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 등 100여개 시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한 ‘중소기업 징검다리(Ⅰ권)’ 가이드북은 중소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보기, 시책이용 사례 등을 추가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기맨과 중기우먼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각 지원시책별로 궁금한 사항들을 쉽게 해소하고  중소기업 

여러분을 성공으로 안내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징검다리’ 가이드북 도우미 

중소기업이 자주하는 질의에 대한 응대,

 도움말 제공, 지원시책 이용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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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정보 대표 브랜드 비즈인포(www.bizinfo.go.kr)

정부부처 및 300여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약 12,000개의 모

든 지원정책을 쉽고 빠르게 찾아 볼수 있도록 융자, 기술, 보증, 수출 등 9

개 분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동향, 업종별 산업정보 등 

유익한 경영정보도 제공 합니다.

☞  ‘비즈인포’ 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준비자를 위한 알짜배기 정보 제공.

★  빠르고 친절한 중소기업종합상담 서비스 ☎ 1357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전화로 신속하게 원하시는 비즈니스 상담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1357을 누르면 전문상담사와 신속하게 연결되며, 더 구체적인 전

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청, 11개 지방청,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담당

자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 드립니다. 

☞ 연중무휴 365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운영

★ 중소기업 경영애로 상담에서 해결까지 비즈니스지원단

경영지도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800여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지원단은 전문상담뿐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

제를 해결하는 ‘현장클리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357 및 비즈인포 접속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온라인 상담 또는 지

방중소기업청 1357고객지원실을 방문하시면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으로 해결이 안된 경영애로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09년 2,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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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 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창

업과 친환경·녹색분야 등 미래유망분야 창업을 촉진시키고, 창업초기기업

과 미래성장분야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올해부터 본

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R&D 투자

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R&D 전과정을 혁신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킬 것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출유망 중소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구분 사업명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4/4분기

정책자금 창업자금 등 5개 정책자금 1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매월 구분 접수, 다만, 재해기업,          수출금융은 수시접수)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기술성*사업성 평가/              현장평가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후관리

창업보육 기술개발 공고/신청 심사/죄종선정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심사/최종선정 진도점검, 사후관리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2월말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25 중간점검 등 진도관리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09.12월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사업 공고/접수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 중간점검 등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심사/선정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사후관리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 09.12월 1.11~1.23 선정/협약체결 중간감리 사후관리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09.12월 1.11~1.23 선정/협약체결 중간감리 사후관리

협동조합 정보화지원사업 09.12월 중간감리 최종감리, 완료보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지원 선정/협약체결 사후관리

인력 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4 심사/선정 훈련실시 및 채용연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집합 교육 채용 연계

산업기능 요원제도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연중 수시 접수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1.8 2.10 현장연수 및 강좌

판로 지원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심사/선정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연중 수시 접수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심사/선정 매체 홍보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심사/선정 과정운영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접수 심사/선정

수출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설계지원, 중간평가, 최종보고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신청/선정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프로젝트 신청/선정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모집/평가 추진관리, 실적평가 등

창업·사업전환 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모집/선정 상품제작, 창업준비, 사업성과평가

창업동아리 우수창업아이템 개발비지원 사후관리, 점검 및 평가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1차 선발/창업교육 2차 선발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반기별 구분 접수하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원 신청/현장평가 사후관리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공고/접수 심사/선정

대학 창업강좌 지원 개강 14일전 협약체결/ 개강 후 7일 지원금지급

사업전환 지원사업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컨설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3.1~3.15 심사/선정 2차(8.10~8.25) 심사/선정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신청/평가실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청(시장→지자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29 2.26

시장경영혁신 지원 1.29 2.26 3.5

2010 주요시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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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4/4분기

정책자금 창업자금 등 5개 정책자금 1월 7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매월 구분 접수, 다만, 재해기업,          수출금융은 수시접수)

기술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기술성*사업성 평가/              현장평가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사후관리

창업보육 기술개발 공고/신청 심사/죄종선정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중소기업 서비스 연구개발 심사/최종선정 진도점검, 사후관리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2월말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25 중간점검 등 진도관리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09.12월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사업 공고/접수 진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 중간점검 등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심사/선정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사후관리

IT기반 경영혁신강화사업 09.12월 1.11~1.23 선정/협약체결 중간감리 사후관리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09.12월 1.11~1.23 선정/협약체결 중간감리 사후관리

협동조합 정보화지원사업 09.12월 중간감리 최종감리, 완료보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지원 선정/협약체결 사후관리

인력 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1.4 심사/선정 훈련실시 및 채용연계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집합 교육 채용 연계

산업기능 요원제도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연중 수시 접수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1.8 2.10 현장연수 및 강좌

판로 지원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심사/선정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연중 수시 접수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심사/선정 매체 홍보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심사/선정 과정운영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공고/접수 심사/선정

수출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설계지원, 중간평가, 최종보고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신청/선정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프로젝트 신청/선정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모집/평가 추진관리, 실적평가 등

창업·사업전환 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모집/선정 상품제작, 창업준비, 사업성과평가

창업동아리 우수창업아이템 개발비지원 사후관리, 점검 및 평가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1차 선발/창업교육 2차 선발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반기별 구분 접수하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지원 신청/현장평가 사후관리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공고/접수 심사/선정

대학 창업강좌 지원 개강 14일전 협약체결/ 개강 후 7일 지원금지급

사업전환 지원사업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컨설팅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3.1~3.15 심사/선정 2차(8.10~8.25) 심사/선정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신청/평가실시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신청(시장→지자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1.29 2.26

시장경영혁신 지원 1.29 2.2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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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자금
100% 활용하세요!

정책자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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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쓰임새 많은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23

창업기업지원자금     29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
신성장기반자금     32
긴급경영안정자금     34
사업전환자금     36
소상공인 지원 자금     38

2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신용보증      53
신용보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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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자격 지원규모(억원)
융자조건

융자범위(소요자금)
융자한도 융자기간 금리

① 창업기업지원자금

    (29페이지 참조)

• 업력 7년 미만

• 창업을 준비중인 자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증 필요)

11,0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확보자금(1회에 한함)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페이지 참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1,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등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③ 신성장기반자금

    (32페이지 참조)

• 업력 7년 이상

• 협동화 및 협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11,6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50%

-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1회에 한함)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34페이지 참조)

• 운전자금 필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수출 중소기업

2,500
연간 5억원

(수출금융 20억원)

• 수출금융(180일)

     2년거치 5년
4.50%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⑤ 사업전환지원자금

    (36페이지 참조)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 1,475

연간 4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⑥ 소상공인지원자금

    (38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종업원 10인 미만)

• 스마트샵 지원대상 선정기업
3,000

5천만원

(스마트샵 1억원)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1년 거치 4년

4.50%
-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쓰임새 많은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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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자격 지원규모(억원)
융자조건

융자범위(소요자금)
융자한도 융자기간 금리

① 창업기업지원자금

    (29페이지 참조)

• 업력 7년 미만

• 창업을 준비중인 자

    (융자시점에 사업자등록증 필요)

11,0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 사업장 확보자금(1회에 한함)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0페이지 참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1,580
연간 2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구입 등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③ 신성장기반자금

    (32페이지 참조)

• 업력 7년 이상

• 협동화 및 협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11,600
연간 3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4.50%

-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1회에 한함)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④ 긴급경영안정자금

    (34페이지 참조)

• 운전자금 필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수출 중소기업

2,500
연간 5억원

(수출금융 20억원)

• 수출금융(180일)

     2년거치 5년
4.50%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⑤ 사업전환지원자금

    (36페이지 참조)
•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 1,475

연간 40억원

(운전 5억원)

• 시설자금

    3년 거치 8년
4.13%

- 생산설비, 시험검사 구입, 정보화설비 등

- 사업장 건축자금, 임차보증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⑥ 소상공인지원자금

    (38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종업원 10인 미만)

• 스마트샵 지원대상 선정기업
3,000

5천만원

(스마트샵 1억원)

• 운전자금

    2년거치 5년

    1년 거치 4년

4.50%
-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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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정책자금 Q&A

2008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

체당 평균 4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9페이지 창업기업지원자금 참조)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식약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

족합니다.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

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30페이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참조)

지난 92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

과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로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

합니다.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

니다.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32페이지 참조)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

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긴급경

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자금은 시설자금은 지원되지 않고, 원부자재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만 지원됩니다.(34페이지 참조)

A

A

A

A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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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05년 이후로

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네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

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

가 시 ‘사업전환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36페이지 사업전환자금 참조)

현재 동네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진열대 교체 등을 위한 자금을 대

출받을 수 있는지요?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중 스마트샵육성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

는 1억원 미만이며,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설치 등의 자금을 지원합니다.(38

페이지 참조)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

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장기시설투자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

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책자금은 신청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50

억원, 비수도권 6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A

A

A

A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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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쓰임새 많은 정책자금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1. 창업기업지원자금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3. 신성장기반자금 

1-4. 긴급경영안정자금

1-5. 사업전환자금

1-6. 소상공인 지원 자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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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 징검다리

융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 다만 융자제한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됨

✽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

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까지(수도권은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

대출 금리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0.7%p 차감

● �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공

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에서 분기별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확인할 수  있음

융자 방식    

●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은행(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창업기업자금 등 5개 자금(소상공인 자금 제외) 지원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소상공인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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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절차

①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

어 신청·접수

②  진단·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

을 종합 진단·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전용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업평가등급으로 산정

✽  일반자금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

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③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2009.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④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⑤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융자 제한 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

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

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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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⑧  자산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기업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

고서 미제출 기업(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

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7)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시 기준)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

설투자금액과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

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⑩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

등록 공장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

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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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시기

● � 2010. 1. 7 ~자금 소진시까지, 매월 구분 접수

✽  다만 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긴급경

영안정자금 중 재해피해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수시 접수

융자 절차도

신청·접수

추천·접수

서류및현장실사

‘종합진단’ 및 
‘기술사업성 심층평가'

지원결정

직접대출

지원결정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대리대출

지원탈락

•중소기업→중진공 지역본(지)부

•중진공 지역본(지)부, 보증기관 등

•중진공 지역본(지)부→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중진공 지역본(지)부→중진공 본부

•중진공 기술사업평가센터

•중진공 본부→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기술사업성 전용자금 지원)

•금융회사→중소기업(대리대출)

(기술사업성 열위기업 추천 제외)기술사업성우수기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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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중소기업(대리대출)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화 지역본(지)부 전화

서울(여의도) 02)769-6602,811 인천 032)450-0521~2

서울동남부(서초) 02)2156-2213~4 경기(수원) 031)259-7923,38

대구ㆍ경북(대구) 053)601-5300 경기서부(시흥) 031)496-1083~4

경북중서부(구미) 054)476-9314~6 경남서부(진주) 055)756-3060

경북동부(포항) 054)223-2041~2 경기북부(고양) 031)920-6700

부산 051)630-7400 충북(청주) 043)230-6811~2

광주ㆍ전남(광주) 062)600-3000 전북(전주) 063)210-9900

제주 064)751-2053~4 경남(창원) 055)212-1350

전남서부(무안) 061)280-8000 강원(춘천) 033)259-7622,33

전남동부(순천) 061)724-1056 강원영동(강릉) 033)655-8870

대전·충남(대전) 042)866-0127,36 울산 052)703-1100

충남북부(천안) 041)62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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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잔액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자산유동화  미래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Asset)을 담보로 증권(Securities)을 발행하여 현재의 시점

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회사채), CLO(대출채권), MBS(부동산 

저당권) 등으로 구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 결정방법  국고채 5년물 평균 유통수익률을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매

분기 적용할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

변동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

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

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기업청 공고)에서 최근년도들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

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

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정책자금 공통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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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1조 1,00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4억 2,0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자

✽  지식서비스업(별표 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 5)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필요자금

▪  정보화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기업당 1회에 한함)

● � 운전자금 : 창업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융자 조건

●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업체선택)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매입자금 및 기업활동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기업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1-1



3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1 

융자 규모    1,58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2억 6,0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 �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

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①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

(완료)한 기술

②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

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

에 소요되는 자금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시장개척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지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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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쓰임새 많은 정책자금

➊ 

정
책
자
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

비용 등

융자조건

●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 방식

●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업체 선택)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 우위를 바
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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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시설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

금과 초기가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1-3

융자 규모    1조1,60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4억 9,0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 � 업력 7년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7년 미만 기업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 영위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농공단지입주기업, 생산성 향상 사전진단 및 컨설팅을 받은 기업

융자 범위

●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및 공정설치 등 필요자금

▪  정보화 및 유통·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승인을 얻은 자에 한함)

▪  기업간 인수·합병계약에 의거 유·무형자산, 주권 인수 등에 소요되

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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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

자금의 4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2),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별표3), 지식서비스

업(별표4), 제조관련서비스업(별표5)을 영위하는 기업, 협동화 승인 

및 협업 승인을 얻은 자는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

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융자 조건

●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협동화 및 협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

전 5억원) 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

원(운전 20억원)

▪  협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업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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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재해피해기업·일시적 경영애로기업 등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원부자재·수출·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지원

1-4

융자 규모    2,50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2억 4,0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수출기업, 재해 피해기업 및 일반 중소기업

융자 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2010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

자계획(WWW.bizinfo.go.kr 또는 sbc.or.kr/fund 참조)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

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 조건

① 긴급경영안정사업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차감(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1.23%p차감(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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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

간 2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원부자재 구입용도 이외의 운전자금은 연간 3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② 수출금융지원사업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

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 내에

서 수출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기준 이용업체는 2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융자 방식

● �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 수출금융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보증서부(수출보험공사 직접대출)

재해중소기업은 천재지변 및 인위재난으로 피
해를 입어 해당 지방중기청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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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새로운 유망 사업 또는 품목의 추가 등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

요한 생산시설 투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전환자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진출지원

1-5

융자 규모    1,475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5억 2,0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 �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

소기업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은 (별표6) 참조

●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품목) 전환 진출업종(품목)

모든 업종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별표1〉업종 제외)

●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또는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

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의 대상

이어야 함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

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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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의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융자 조건

●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7%p 차감(기준금리)

● � 대출기간 : 시설은 3년 거치 5년 상환, 운전은 2년 거치 3년 상환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융자 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업체 선택)

서비스업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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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경영안정 및 골목 슈퍼마켓 등 종합 소매업의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샵은 상권특성에 적합한 시설구비 및 상품구색, 가격·서비스·

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 점포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

1-6

융자 규모    3,00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2,400만원 대출)

지원 대상

① 소상공인자금(2,000억원)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제외 대상업종(별표8)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우선 지원대상>

●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및 컨설팅 과정 이수자 등 경쟁력 제고 사

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교육·컨설팅 이수자 등 우선 지원대상은 소진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지원

② 스마트샵육성자금(1,000억원)

● � 다음의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중 혁신의지가 강하여 스마트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 매장면적 300㎡ 이하 슈퍼마켓(47121)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

합 소매업(47129)

▪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은 제외

   ✽  지원대상 선정기준 : 혁신의지, 상권 등 경쟁력 향상 가능성, 신용수준 등 평가

결과 60점 이상자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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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 스마트샵육성자금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융자 조건

 ① 소상공인자금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 대출한도 : 5,000만원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

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대출 취급은행(17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

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

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

  ② 스마트샵육성자금

●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3%p 차감(기준금리)

● � 대출한도 : 1억원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  대출 취급은행 : 추후 지정(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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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절차

  ① 소상공인자금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

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대출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

를 거쳐 대출

  ② 스마트샵육성자금

●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 자금추천서 발급 : 지방중소기업청(업체 사업성 평가 후 발급)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자체 신용 및 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자금추천서 발급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지방청 사업성 평가 반영, 신용평가, 담보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

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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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2中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중 소매업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운수업

491 철도 운송업

492 육상 여객 운송업

50中 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1中 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52914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서비스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임대업
6911 자동차 임대업

692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2 회사본부, 비금융 지주회사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별표 1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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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품목코드 해당 업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8565),그 외 기타교육기관(8569)제외)

보건업 86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기타개인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6911)제외)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관광숙박업(55111),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55119, 민박시설 운영은 제외), 자동차 임대업

(6911), 기타 서비스업 중 세탁물공급업(96913),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및 사업전환자금을 

제외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허용

∴   종합소매업(4712), 산업단체(94110)가 협동화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

∴   뷰티산업(96112,96113,96119)은 허용(상시근로자 5인이상은지식서비스업육성자금으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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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 대상

기술혁신 분야

•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  신기술(NET, NEP) 인증기업

•  Inno-biz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

술지원사업 개발 성공 기업

•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

내 특허 등록기업

•  벤처기업

경영혁신 분야

•  매출액 영업이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

배 이상인 기업

•  경영혁신형 선정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의무감사 대상기업은 제외)

•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  통합 연계형 전문기업(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

•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 정부지정 우수 프랜차이즈 사업자

[ 별표 2 ]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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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성장동력 세부 분류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n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

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바이오제약

(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

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작성중)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

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녹색·신성장동력(기반기술 포함)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후 판단하며, <별표1> 정

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배제
∴  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은 ‘<별표3-1>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이며, 동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

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별표 3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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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사출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
립기술, 마이크로 성형기술, 대면적 성형
기술

• 가전(케이스), 자동차(내장부품, 계기판
부품), 휴대폰(케이스) 등

프레스 금형
디지털 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 및 조
립기술, fine blanking 및 forming die 제작
기술,난성형재 성형기술

•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품), 휴대폰(커넥
터), 반도체(IC배선부품) 각종 기능부품

특수금형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blow 성형기술, 
플라스틱 메탈 일체화 성형기술, IMA(In 
Mold Assy') 성형기술 

• 휴대폰(2색컬러케이스), 융복합 제조
• 디스플레이(LCD초슬림필터), 의약 및 

식품산업(용기류), 카메라(렌즈 및 광
학부품) 등

다이캐스팅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 다
이캐스팅기술

• 자동차(엔진부품, 미션, 크랭크 케이스), 
휴대폰(케이스), 정보통신(컴퓨터 케이
스) 등

사형주조
주철, 주강 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 
기술

• 자동차(실린더 블록), 조선(대형 구조
부품) 등

특수주조 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 정밀기계(정밀부품) 등

단조
열·냉·온간 단조기술, 복합 단조기술, 
부품 일체화 단조기술

• 자동차(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
류), 자전거(변속기, BB), 발전시스템(축
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 부품), 히
프펌프(열교환기) 등

압출·인발
형상재 압출/인발 기술, 정수압 압출기술, 
가변단면 압출/인발 기술

• 자동차(차체/샤시부품, 볼트류, 범퍼
류),히크펌프(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
프레임, 포크, 핸들) 등 

전자접합
wafer Level Packaging 기술, 전자모듈 제
조기술, 무연솔더링 실장기술

•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IC 
packaging) 등

용접
레이저 용접기술, 아크 용접기술, 저항용
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 조선(블록부품), 자동차(차체 및 샤시부
품), 건설기계(굴삭기 붐, 암 부품), 건설
(교량, 철재 구조물), 중공업(플랜트), 자
전거 프레임

용접․접합
재료 및 시
스템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 소재기술, 용접
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 조선(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 
피더), 자동차(용접전원 및 접착재료), 
전자(패키징소재 및 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 자동차(기어/허브/범퍼/클러치/필러), 

건설기계(실린더/부싱/축), 산업기계(
사출금형/프레스금형), 에너지(베어링)

[ 별표 3-1 ]

한국형 新제조기반 24개 전략기술(녹색·신성장동력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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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조기반기술
관련 산업(제품/부품/소재)

세부 연관기술

진공유지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 공정기술

• 반도체(배선/유전체/전극/도핑막), 디
스플레이(반도체증착/전극/유전체), 태
양전지(반도체박막/전극/배선), 자동차
(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
구류(경질피막/열처리)

도금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 화성처리기
술, 양극산화기술

• 자동차(실린더/휠/배관), 반도체(배선/
커넥터), 철강(연주몰드/구조물), 정밀
기계(미소부품), 태양전지(전극/흡수판)

PCB 
표면처리

전기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솔더도
금기술

• 휴대폰(연성기판), 디스플레이(COG), 
전기전자(FCCL), 정보통신(COF), 가전
(회로기판)

재생가능 
연료·소재
생산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
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 대체고급연료(윤할유,항공유),  점접착
제/도료/코팅제, 화학첨가제

고기능성
고분자소재
제조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
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 IT/가전 기판, 디스플레이 필름, 반도체
실장, 태양전지 전극 ․자동차/조선/항
공 내장재, 섬유, 패키징(포장재,용기
등),엔지니어링 플라스틱소재

정밀화학제
품합성분리

나노복합소재 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
소재 막분리 및 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 
미반응물제거

• 의약/식품, 정밀화학제품(염료, 화장품 
등), 화학플랜트(결정화/추출/증류장치)

발효생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
머 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 기능성 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발효장치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 악취제거기술

• 정밀분리막시스템, GMP/HACCP 정제
장치, 결정화 분리장치

섬유 신소재
섬유방사/방적기술, 제폄직/부직포화 기
술, 섬유복합재료기술

•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
트섬유, 초경량 직편물, 인공피혁, 3차
원 스페이서 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섬유 신가공 섬유표면가공기술, 섬유복합가공기술
•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 섬유, 자외

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
조제 등

패키징
패키징 소재기술, 인디케이터 기술, 맞춤
형 설계기술, 패키징 공정 기술

• 편의제공 패키징(품질, 유통, 제조 포
함), 품질 인디케이터, 온도시간 인디케
이터, 가스 농도 인디케이터, 가스투과 
제어 패키징, 위조방지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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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계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처리업  381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수출업에 한함)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 별표 4 ]

지식서비스업

[ 별표 5 ]

제조관련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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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의 정의

       ▪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ㆍ품목의 사업에 진출하

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됨

● 사업전환의 유형

구 분 적용 대상 사업전환 내용
사업전환

비중

업종전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위업종 사업용자산 양도·폐기 
→새로운 업종 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 〃 현재 영위업종에 새로운 업종 추가 30% 이상

품목추가 제조업
현재 영위업종내에서 새로운 품목 추가
(기술, 시설, 공정 등이 달리 요구되는 경우)

30% 이상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세분류(5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

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  제조업 예시) : 일차전지 제조업(28201) → 축전지 제조업(28202)

       ▪  서비스업 예시)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도매업(465)

       ▪  새로운 품목의 기준 : 별도로 정하는 제조업 품목분류표(www.kerc.or.kr 참조)에 따른 분류(8단위)

가 다른 품목(제조업에 한함)

            예)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내에서 철강단조물(25912100) → 비철금속단조물(25912200)

       ▪  사업전환 실시기간 :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  사업전환비중 : 전환·추가된 업종·품목의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별표 6 ]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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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번 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1 A01(농업) 0.0 600.0 1200.0 

2 A02(임업) 0.0 600.0 1200.0 

3 A03(어업) 149.2 447.6 895.2 

4 B05~08(광업) 144.7 434.1 868.2 

5 C10(식료품) 213.4 600.0 1200.0 

6 C11(음료) 103.7 311.1 622.2 

7 C12(담배제조업) 0.0 600.0 1200.0 

8 C13(섬유제품(의복제외)) 181.8 545.4 1,090.8 

9 C14(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42.6 427.8 855.6 

10 C15(가죽,가방 및 신발) 135.3 405.9 811.8 

11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199.7 599.1 1,198.2 

12 C17(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159.7 479.1 958.2 

13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2.7 578.1 1,156.2 

14 C19(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65.2 300.0 600.0 

15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190.5 571.5 1,143.0 

16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68.6 300.0 600.0 

17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43.3 429.9 859.8 

18 C23(비금속 광물제품) 131.7 395.1 790.2 

19 C24(1차 금속) 172.6 517.8 1,035.6 

20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97.9 593.7 1,187.4 

21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45.9 437.7 875.4 

22 C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107.4 322.2 644.4 

23 C28(전기장비) 165.5 496.5 993.0 

24 C29(기타 기계 및 장비) 176.7 530.1 1,060.2 

25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178.1 534.3 1,068.6 

26 C31(기타 운송장비) 381.2 600.0 1200.0 

27 C32(가구) 152.1 456.3 912.6 

28 C33(기타 제품 제조업) 173.2 519.6 1,039.2 

29 D35(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06.8 600.0 1200.0 

30 D36(수도사업) 0.0 600.0 1200.0 

31 E37,381,382(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125.0 375.0 750.0 

32 E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72.8 518.4 1,036.8 

[ 별표 7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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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업종(KSIC-9)
평균부채
비율(%)

제한부채 
비율(%)

사업전환
융자

33 D39(환경정화및복원업) 0.0 600.0 1200.0 

34 F41(종합 건설업) 177.8 533.4 1,066.8 

35 F42(전문직별 공사업) 73.9 300.0 600.0 

36 G45(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04.0 600.0 1200.0 

37 G46(도매 및 상품중개업) 160.8 482.4 964.8 

38 G47(소매업(자동차 제외)) 216.6 600.0 1200.0 

39 H49(육상운송업(철도운송업 제외)) 341.0 600.0 1200.0 

40 H50(수상 운송업) 172.1 516.3 1,032.6 

41 H51(항공 운송업) 324.6 600.0 1200.0 

42 H52(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01.9 305.7 611.4 

43 I55(숙박업) 252.5 600.0 1200.0 

44 I56(음식점 및 주점업) 0.0 600.0 1200.0 

45 J58(출판업) 99.8 300.0 600.0 

46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198.7 596.1 1,192.2 

47 J60(방송업) 79.5 300.0 600.0 

48 J61(전기통신업) 87.7 300.0 600.0 

49 J62(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21.1 363.3 726.6 

50 J63(정보서비스업) 76.6 300.0 600.0 

51 K64~66(금융 및 보험업) 0.0 600.0 1200.0 

52 L68~69(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9 600.0 1200.0 

53 M70(연구개발업) 126.3 378.9 757.8 

54 M71(전문서비스업) 177.0 531.0 1,062.0 

55 M72(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92.3 300.0 600.0 

56 M73(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20.9 362.7 725.4 

57 N74~75(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6.8 300.0 600.0 

58 O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0 600.0 1200.0 

59 P85(교육서비스업) 0.0 600.0 1200.0 

60 Q86~8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 600.0 1200.0 

61 R90~91(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07.6 600.0 1200.0 

62 S94~96(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0.0 600.0 1200.0 

63 T97~98(가구내 고용활동) 0.0 600.0 1200.0 

64 U99(국제 및 외국기관) 0.0 600.0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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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창업부터 사업전환까지 쓰임새 많은 정책자금

➊ 

정
책
자
금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중

55

56

561 중

 

 

 

 

 

 

 

64

65

66

 

68

  

711, 712, 731, 86

75993

 

8550

91121

91291

91249

91223

9612 중

담배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숙박업, 단 생계형*은 제외

주점업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다음 각1호의 경

우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

업에 대한 여신

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

생환경개선 시설자금

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2)은 제외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6822)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법무(711), 회계 및 세무(712), 수의업(731), 보건업(86)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

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 교습 학원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단 생계형*은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별표 8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생계형 기준은 지역건강보험료 73,000원 미만 납입하는 개인사업자



52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53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2-1. 신용보증

2-2. 신용보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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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정
책
자
금

담보 부족으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신용보증기관(아래 3곳)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신용보증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2-1

구분
신용보증기금
(86개영업점)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53개 평가센터)
☎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지역재단)
☎ 1588-7936

공통사항

한도 30억원, 예외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95%
<창업· 수출 · 일반기업 위주>

한도 30억원, 예외 100억원
보증료 0.5∼3.0%, 보증비율 50∼95%
<기술창업, 기술혁신형(벤처·
 이노비즈)위주>

한도 8억원
보증료 0.5∼2.0%
보증비율 50∼100%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자 위주>

창업기업
①창업기업보증(54페이지)
⑤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54페이지)

①맞춤형창업성장 프로그램(55페이지)
③특허기술가치 평가 연계보증(55페이지)
⑤정부 R&D 과제수행 성공기업에 대한 
   특례보증(56페이지)

시설투자기업 ②시설자금보증(54페이지) ②시설자금 특례보증(55페이지)

수출중소기업 ③수출기업보증(54페이지)

일반기업
④기업일반자금보증(54페이지)
⑤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54페이지)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이노비즈)

③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55페이지)
④문화산업 완성보증(56페이지)
⑤ 정부 R&D 과제수행 성공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56페이지)

소상공인
(10인 미만)

④기업일반자금보증(54페이지)
①일반보증(56페이지)
④스마트샵특례보증(57페이지)

저신용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

②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56페이지)
③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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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① 창업기업보증  

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Start-Up) 청년창업특례보증 

•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후 3년까지의 창
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후 3
년간 보증지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으로 대표자 연령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기업에 보증지원

• 청년 창업자의 상환부담 최소화를 위해 5년 이상 장
기 보증지원

• 기업당 2억원 이내, 보증료 0.5%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보증료 0.5%

② 시설자금보증

● �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은행 대출금 보증

● � 기업당 소요자금 범위내(최고 100억원), 보증료는 0.1%p~0.2%p 할인

③ 수출기업보증

● �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에 소요되는 은행대출금 보증

● �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기타 수출계약서 및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 

●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한도(2010.6.30일까지는 100억원으로 운용),

보증료 0.1%p 할인

④ 기업일반자금보증

● �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은행대출

금  보증

● � 보증기간은 단기(1년)와 장기(2년이상 장기분할해지보증)로 운영

✽  <장기분할해지보증> 단기위주의 기업대출금을 장기(2년이상)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상환(보증해지)토록 하는 제도

⑤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 � 그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저탄소·고효율 신성장동력산업

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 

● � 지원한도는 최고 70억원 한도(2010.6.30일까지는 100억원으로 운용),

보증료 0.2%p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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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➊ 

정
책
자
금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①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 창업후 5년이내 기업으로서 아래 해당기업(단,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의 시설투자, 사업장 임차자금 및 운전자금 보증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그린에너지산업 영위기업

▪  (지식기반)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

▪  (이공계 챌린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고등학교·대

학(원) 졸업자로서 만 35세이하인 기업

▪  (1인 창조기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지식·기술,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

● � 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까지 0.3% 보증료 감면(1인 창조기업 1억원까

지 0.3%, 기타 0.2% 감면)

② 시설자금특례보증

● �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은행 대출금 보증

● � 지원한도는 소요자금 범위내(최고 100억원)

●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점장 전결로 우대

③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 특허기술의 사업화 이전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발굴하여 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보증

● � 대상기업은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 �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한함(전용실

시권자 포함)

● � 지원한도는 기술가치 평가금액으로서 기업당 10억원 이내

● � 협약에 의해 특허청에서 기술평가료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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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산업완성보증 

● � 문화상품 제작사가 선구매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된 영화 등 문화

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보증

● � 문화산업용 기술평가표를 적용하여 기술평가보증으로 지원

● � 보증료는 최고 0.3%(성과보증료 약정기업) 감면 

⑤ 정부 R&D과제 성공기업 특례보증

● � 최근 3년 이내 정부 R&D과제 성공기업의 성공과제에 사업화 및 제품

양산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한 보증

● � 기술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보증한도액 적용을 배제하고 소요금액을 

지원, 보증료 0.3%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  사치·향락업종 및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대상자 해당시 지원불가

① 소상공인 일반보증

● �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신용 10등급 중 6등급 이상 

등록사업자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8억원 이내 보증대출

● � 시행기간 : 계속지원

● � 취급은행 : 전 금융기관

●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발급 및 은행을 통한 

보증대출시행

②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 � 지원대상 : 저신용사업자(10등급 중 6등급이하), 무점·무등록사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판매원 등 인적용역제공사업자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 2,000만원 보증대출

● � 시행기간 : 2009년부터 계속되는 보증대출제도로 2010년 3월 종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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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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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자
금● � 취급은행 :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 � 신청접수 : 인근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③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 � 지원대상 : 1년이상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영

업자(무등록 사업자 포함) 및 소액연체중인 자영업자

● � 대출금액 : 1인당 최대1,000만원이내 보증대출

● � 시행기간 : 2010년 3월 시행예정

● � 신청접수 : 취급은행 창구를 통한 보증대출 신청

④ 스마트샵 특례보증

● � 지원대상 : 스마트샵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모든사업자

✽  스마트샵 : 쇼핑환경·가격·서비스·위생·정보화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로 중

소기업청의 스마트샵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장 

● � 대출금액 : 1개 업체당 최대1억원 이내 보증대출

● � 시행기간 : 2010년 3월 시행 예정

● � 신청접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발급 및 은행을 통한 

보증대출 시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보증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사실 여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무등

록 소상공인 확인 및 신용보증 요령」에 따라 상인회장, 통·반장, 인근 고정사업주, 

아파트관리소장, 부녀회장 등이 확인하는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만 있으면 신용보

증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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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절차·서류 및 지원받는 금액 산정

● � 상담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총 7∼9일 소요

● �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 8종

✽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세신고

서, 제무제표, 기업실태표, 납세증명서(                 는 보증기관이 행정정보공유시스

템을 활용하여 열람)

✽   보증종류별 추가 서류는 각 보증기관에서 보증상담시 안내

● � 지원받는 금액 산정

▪  (운전자금) 연간매출액의 1/3~1/4 범위내

    ✽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보증 등은 연간매출액의 1/2범위내

▪  (시설자금)  당해 시설 소요자금 범위내

보증신청시 유의할점

● � 보증 대상

✽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 � 보증제한 대상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은 보

증 금지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

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은 보증 제한

파란색글씨

(1일차) (4∼6일차) (5∼8일차) (7∼9일차)

보증상담 및 신청 신용조사/평가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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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보증기금 : 홈페이지(www.kodit.co.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

버영업점→회원가입→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

● � 기술보증기금 : 홈페이지(www.kibo.or.kr) 접속 후 메인 메뉴에서 ‘사이

버영업점→회원가입→보증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신청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메

뉴에서 보증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또는 방문)→보증신청

✽  신보와 기보는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지역신보는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 �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 : 전국 단일전화  1544-1120

● �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붙임참조)

●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515, 042-481-4378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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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은 중소기업이 신용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경기가 불확실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아지는데 신용보험을 이용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보험
납품대금 떼일 염려없는 거래안전망

2-2

지원 규모     보험인수 : 5조 4,000억원(매출채권보험 5조 2,000억원, 어음보험 

2,000억원)

보험가입 대상

● � 매출채권보험 : 매출액 300억원 이하,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포

괄근보험은 2년 이상)

● � 어음보험 : 접수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제조업 관련 도매업은 2년 이상)

✽  보험가입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관련 도매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

업에 한함

보험가입 한도

●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 구매자별 보험금액을 합산 20억원까

지 보험가입 가능

포괄근보험  보험계약자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의 한도와 기간

을 미리 정하여 보험에 가입

개별근보험  보험계약자와 거래중인 기업중 신용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기간과 보험한

도를 미리 정하여 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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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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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10억원까지 지원하며, 하나의 계약

자별로 동일 발행인(구매자)에 대하여 3억원까지 보험가입 가능  

보험료 

● � 어음보험 : 보험금액에 대하여 최저 0.5%∼최고 5.0%

● � 매출채권보험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최저 0.1%∼최고 5.0% 

상품 종류 

● � 어음보험 : 개별어음보험, 포괄어음보험

● � 매출채권보험 : 개별보험, 개별근보험, 포괄근보험

신청·접수 

●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접속 후 ‘Quick 메뉴→각종서

식→업무자료→보험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

서 사본, 당기매출액 확인자료, 기타 신용보증기금 요청 서류

●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

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

험), 당기 매출액 확인 자료, 기타 신용보증기금 요청 서류

문의처 

● � 중소기업청(www.bizinfo.go.kr) 기업금융과 : 042-481-4515, 042-481-4378

● �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 : 전국 단일전화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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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개발,
든든하게 후원합니다

기술개발�지원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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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➋ 

기
술
개
발

4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1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93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96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99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102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104

3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6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73
창업보육 기술개발     76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79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사업     81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84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86

5
저렴하게 활용하는 R&D 인프라 첨단장비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109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112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114

6

업무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주는 정보화 사업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119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122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사업    125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    127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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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① 단독개발, ② 공동개발, ③ 연구 인프라, ④ 정보화(기술유출방지)로 구분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억원)

관련

페이지

단독

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 지원 2,697 69

글로벌 

투자과제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기술개발 지원 250 69

미래 

선도과제

4대 분야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개발 지원

· 4대분야: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고부가 틈새분야

874 69

창업

실용과제
창업초기, 일반소기업의 실용기술개발 지원 650 69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대기업·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제안한 기술개발 지원
600 73

창업보육 

기술개발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00 76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지식서비스분야의 기술개발지원 100 79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기술개발 이전에 개발의 타당성, 시장성 등 

성공가능성을 평가해주는 사업
30 81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신기술과 시제품을 제품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100 84

그린 디지인 

기술개발

녹색규제 대응력 향상을 위해 제품설계단계의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원
15 86

공동

개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717 91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180 93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 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술개발을 지원
15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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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예산

(억원)

관련

페이지

공동

개발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슈퍼컴 등 첨단연구장비가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200 99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공장의 작업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등의 

생산기술혁신, 공정자동화를 지원
327 102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1인창조기업의 

아이디어와 연계 개발 지원
20 104

인프라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개량을 지원 380 109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대학·연구기관보유 장비사용료를 지원 126 112

지방청 시험장비

이용개방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장비 이용지원 114

정보화

지원

IT기반경영혁신

강화사업
회계·인사·재무 등 업무프로세스 정보화 지원 75 119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원자재 투입-출고 등 전체 생산공정 정보화 지원 76 122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

조합·단체의 공동사업운영·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 지원
8.1 125

중소기업기술

유출방지지원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교육, 상담, 

보안기술개발 등을 지원
25 127

중소기업 기술

보호상담센터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On/Off-line 상담센터

운영으로 기술보호 상시지원체계 구축지원
5 131



66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67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기술개발 Q&A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해외에서 주문받은 것이므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실용과제에 응모하시면 됩

니다. 단,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소기업 등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

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5억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73페이지 참조)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출 20억원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지역

사업의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91페이지 참조)

휴대폰용 터치 패널 제조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

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

인력난 해소와 작업환경 개선에 더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을 위해 생산기술혁신이나 

공정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구기관과의 공동개발이 필요하며 공장등록

증(예외도 있음)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02페이지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

사업 참조)

신물질(의약품) 관련 연구를 위해 대학에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

용이 궁금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업체당 평균 1억 600만원이 지원되었습

니다.(109페이지 산하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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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➋ 

기
술
개
발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

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60%

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

는 방식입니다.(112페이지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참조)

개인 자격으로 냉동, 냉방 관련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를 추진

하려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의 R&D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

원해드리는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사업이 있는데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시거나 사업장면적이 500

㎡ 미만이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81페이지 참조)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

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

업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

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122페이지 참조)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보안교육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사

업이 있습니다. 산업보안교육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12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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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3-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3-3. 창업보육 기술개발 

3-4.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3-5.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사업  

3-6.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3-7.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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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독으로 개발가능하고,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

가 제품화에 따른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중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대표적 R&D 자금

3-1

지원 규모    2,697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5,248개사 중 신규과제 1,054개사, 계속과제 627개사 

    지원(평균경쟁률 4.7:1)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글로벌

투자과제

• 개발기간 3년 이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형 전략제품 250개를 발굴하여 ‘

민간 투자연계 방식’을 통해 지원

미래

선도과제

•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 4대 분야 : ①녹색성장, ②신성장동력, ③신제조기반, ④고부가 틈새분야

창업

실용과제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지원

• 창업 초기기업 또는 일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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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

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

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

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

제책임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

우 등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⑥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 이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잔여기간 6개월 미만은 제외)

⑦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제외) 중에서 ‘자유응모형(舊 실용/일반과제)’를 주

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형 과제’에 신청

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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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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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청 기간 : 2010.2~4월(미정)

제출 서류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

●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해당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관련 서식 :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 추진일정은 사업별 지원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4~6월 5~7월 6~7월 6월 이후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등)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산기평)

1~3월 2∼4월 3~5월 3~5월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www.smtech.go.kr)

서면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면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RFP(Request for Proposal, 제안요청서)  발주기업이 프로젝트를 담당할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전에 선별된 업체에게 보내는 자사 프로젝트에 관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서. 공급업체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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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① 서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

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②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

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③ 현장평가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

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평가

④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60%), 현장평가 점수(4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

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6, 445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042-715-2353~4

●  전용 정보사이트 : www. smtech.go.kr(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투자연계형 과제의 경우, 투자유치대상 선정 이후 창업투자회사 등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가 필요하며, 

투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신주 인수) 또는 100% 이상(전환사채 인수) 유치하여야 함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

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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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은 있으나 시장개척과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개

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기술개

발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시너지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하면 판로는 해결

3-2

지원 규모    600억원(2009년 업체당 평균 2억 6,000만원 지원)

지원 규모

구 분 내 용

선도

과제

수요조사 과제

•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

여 채택된 과제(지정공모)

• 개발기간 2년 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정부출연금 50~75% 이내)

협력펀드 과제

• 공동지원자금 및 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

된 과제(지정공모)

• 개발기간 3년 이내, 최소 10억원까지 지원(정부출연금 37~50% 이내)

실용과제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신제품 개발과제

(자유응모)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1.5억원까지 지원(정부출연금 50% 이내)

    ∴ 해외수입처(바이어) 신용등급은 D등급(Average) 이상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

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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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유의사항>

●  선도과제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

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선도과제 목록은 1월초 홈페

이지 게시 예정

●  실용과제는 해외수입처(바이어)의 신용등급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

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D등급 이상이어야 함

● 업체당 선도과제, 실용과제 구분 없이 1개 과제만 신청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회원 가입→

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 입력→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해당기업)

● 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 해외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증빙서류(실용과제만 해당)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 서류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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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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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4447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협력평가팀 : 042-715-2338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 02-368-8734, 8747

●  전담 정보사이트 : www.smba.go.kr(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2009.11월~

3월

2월

4월

3월

5월

3월

5월

선도과제 발굴
(수요기관)

지원대상 확정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협약체결/자금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현장·경영평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진도점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성·사업성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최종평가/사후관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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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인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

여 기술창업자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합니다.

창업보육 기술개발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의 전용 R&D 지원

3-3

지원 규모    10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5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605개사 중 선도과제 37개, 실용과제 53개사 지원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선도과제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창업보육기업 유망기술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 2년 이내(중소기업 25% 이상 부담)

실용과제

•  창업보육시설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이 자유응모

하는 과제로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11억 5,000만원까지 지원 

• 개발기간 1년 이내(중소기업 25% 이상 부담)

신청 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중 

업력 5년 이내의 창업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창업보육시설 : 창업보육센터,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지원이 안되는 기업



76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77 

3장 기술경쟁력으로 지원받는 기술개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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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과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

만 신청 가능(선도과제 목록 2월 6일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 및 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이며, 입주예정 기업

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비에 전문가 활용비를 반영하고 전문기관이 지

정한 과제지원자 또는 R&D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야 함

●  중소기업 부담비율 25% 가운데 총사업비의 5% 이상을 현금부담 필수

●  업체당 선도과제, 실용과제 구분 없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신청·접수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co.kr)에서 온라인 신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한글문서로 작성하여 온라인상에서 파일업로드

●  첨부서류 : 현장평가시 확인 및 제출

1.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해당기업)

3. 이노비즈기업 등 우대기업 입증서류(해당기업)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5. 창업보육센터 입주예정확인서(해당기업)

5.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

���✽    신청양식 :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정책마당 → 기술지원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사업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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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4,7),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02-3787-050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2009.12월~

5월

1~2월

6월

3~4월 4~5월

선도과제 발굴
(BI, 창업기업 등)

지원대상 확정
(중소기업청)

공고 및 신청접수
(온라인)

협약체결/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성·사업성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도점검
(지방중기청)

현장·경영평가
(지방중기청)

최종평가/사후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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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형 R&D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서비스업의 기술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지식서비스분야 기술개발 지원

3-4

지원 규모    100억원(2009년 신청기업 40개사 중 신규과제 42개 지원)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서비스 유망과제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지원

•  산업기술분류 ‘지식서비스’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형 서비스 유망 품목(제

품) 약 50개 내외 지원

산업보안 과제

•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S/W개발 등 산업보안 기술경쟁력 제고

를 위한 약 25개 내외 과제 지원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

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70페이지 참조)

신청·접수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

∴  해당분야 전략품목별 자유응모방식으로, ’2010년 서비스연구개발 전략품목 목록은 2010년 3월 중 인터넷 홈페이

지(www.smba.go.kr, www.smtech.go.kr) 게재 예정



8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81 

●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해당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① 서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

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②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

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③ 현장평가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

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평가

④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60%), 현장평가 점수(4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

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6, 445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50

3월

5~6월

4월

6월

4월

7월

5월

7월 이후

사업공고
(중기청)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등)

신청접수
(www.smtech.go.kr)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서면평가
(기술정보진흥원)

협약체결
(기술정보진흥원)

대면평가
(기술정보진흥원)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기정원)

∴ 추진일정은 사업별 지원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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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R&D 투자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술개발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

해 기술개발 이전 단계에서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성공가능성, 시장성 등을 다각도

에서 평가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R&D 기획 지원사업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전기획 지원

3-5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

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기술금

융전문기관

지원 규모    125개사 내외(전체 예산 3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511개사 중 133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2,250만원

지원 내용

● 총 평가비용(과제당 3,000만원 내외)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 기업부담 25% 이상

✽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과제)은 희망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과 연계 지원하

며, 별도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R&D 자금 지원

지원 분야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기술 개발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 개발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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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이거나, 소프트

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

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등 지원 제외

●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신청·접수 

● R&D기획역량혁신 관리시스템(www.smbafs.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하며, 기타 제출서류는 없음

신청 서류 

●  R&D기획역량혁신 관리시스템(www.smbafs.or.kr)에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내 ‘신청접수양식 다운로드’ 메뉴에 ‘사업계획서, 사업안내, 수

행계획서, 과제사업비, 신청접수 유의사항’ 서식 게시

처리 절차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연계지원 평가
(전문기관/연계지원평가위원회)

사업타당성 평가
(평가기관/KISTI, 기보)

R&D 지원협약 체결
(신청자↔자문기관)

평가협약
(신청자↔평가기관)

R&D 연계지원 확정
(심의조정위원회)

계획수립·공고
(중기청)  

과제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신청·접수
(전문기관/기정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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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서면 평가,  2차 : 대면 평가

● 최종 선정 : 3차 심의조정위원회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사업화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신청 기간    2010년 2월중 공고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02, 445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02-3299-6037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39, 4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basf.or.kr(R&D기획역량혁신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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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시제품

을 제품화하기 위해 업그레이드, 신뢰성 검사 및 인증, 시험생산 등이 포함된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R&D 결과물을 시장판매 제품으로 개발 지원

3-6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기업당 5억원 이내(전체 예산 14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18개 신청기업 중 8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6억 4,000만원)

지원 내용

●  기술·시제품 개발 완료 후 업그레이드, 사출·목형·금형, 생산공정 설

계, 성능·실험 개선, 신뢰성 검사·인증, 전문가 활용, 디자인 및 기술인

력 등 제품화에 필요한 자금

●  지원한도(투자연계과제, 보증연계과제) :최대 5억원까지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는 10억원 내외로 구성)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50%이상 부담(기업부담금의 70%이상은 현

금부담)

신청 자격

●  2007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6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    ‘기술혁신’, ‘기업협동형’, ‘구매조건부’, ‘이전기술’, ‘생산환경혁신’, ‘창업보육’

▪  제품화 기술에 대해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

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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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및 기술보증 융자금은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을 유치하여 신청

과제의 개발비에 사용

신청·접수

●  2010년 1월말 사업공고 참조

●  과제신청 방법 :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c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0년 2월말부터 수시접수(사업비 소진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 또는 기술보증서 제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4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19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03

중기청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중기청

중소기업/관계기관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전문기관/관리기관

사업공고

기술성·사업성평가

투자심사/
기술보증평가 신청

심의·확정

투자계약 체결/
기술보증서 발급

협약체결

과제 신청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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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해외환경규제 등 녹색규제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제품의 설

계단계부터 친환경 디자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제품 개발단계부터 친환경 설계 적용

3-7

지원 규모     30개사(전체 예산 15억원)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지원 내용

●  과제당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년간 5,000만원 한도

●  환경부하 저감, 유해물질 대체 및 재활용성이 향상된 부품 또는 소재 개

발비, 에코디자인 전문가 활용비, 테스트·평가, 환경관련 인증 취득비 

등 지원

신청 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신청·접수지원대상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

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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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508,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2-3787-052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중기청

전문기관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기청

전문기관

사업공고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현장·경영 평가

중간/최종
점검

기술성·사업성
평가

최종평가

지원과제선정

사후관리
(기술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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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① (주)세화전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성공적�신제품�개발로�매출�108%�상승

기술력과 제품력은 충분한데 판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또 반대로 

판로는 확보했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지요. 중기맨은 가능

하면 이런 중소기업들을 모두 지원해 드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한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2007년 가을, 중기맨과 오랜 시간 상담 끝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지원받아 지금은 생산라인까지 증설 중인 세화전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흐

뭇한 미소가 절로 나와요. 

오밀조밀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공업지역에 위치한 세화전자는 휴

대폰용 터치윈도우 패널을 제조하는 기업이예요. 1987년 설립돼 업력도 오래됐고, 직원

도 250여명이나 된답니다. 이 회사는 LG전자 협력업체인데 중기맨에 상담을 신청할 당

시 기존에 갖고 있던 원천기술을 터치스크린 타입 윈도우에 응용접목해 신제품을 개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수입대체 효과도 있고, 단위당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30배

가 높아 회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LG전자 측도 기술성 검토를 거

쳐 이미 승인을 한 상태였구요.

그런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제품 개발에만 4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중소기업이 추가 투자

를 하기가 그리 쉽나요? 그래서 중기맨을 찾았지요. 이미 구매처가 확보된 상태라 ‘구매조건

부 신제품개발’ 사업이 적격이었어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기청에서 2억 8,200만원을 

지원받고, LG전자에서도 샘플테스트와 자재 등에 9,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세화전자에서

는 총 7명이 개발인력으로 투입돼 7,9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지요. 

중기간 공동개발 사업 추가 지원, 신제품 기술력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조성된 4억 5,100만원으로 2007년 12월부터 1년여간 ‘4선 저항막 방식 터치

윈도우’ 개발에 매달렸지요. 처음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작한 일

이라 개발기간 내에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은 관련 제품을 생산할 생산라인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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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설하느라 회사가 좀 시끄러워요. 월 15만대 생산하던 것을 45만대까지 늘려야 한다니 보

통 공사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강성철 부사장의 말을 들어보니 개발 기간 동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

네요. “제품 개발 전략은 세웠지만 실제 개발작업에 들어가 보니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전문 연구기관에서 기술인력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

아요.” 자금 이외에 기술인력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인데 중기맨이 강력히 건의를 올려 

볼께요.

신제품 개발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화전자는 또 다른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해요. 휴대폰용 윈도우 터치패널에 은을 소재로 하는 실버 페이스트라는 게 포함되

는데 이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개발이 완료되면 세화

전자의 제품에 장착해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 과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다른 신기술 개발에 나서는 걸 보니 과연 

20여년의 내공이 쉽게 쌓인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화전자가 ‘구매조건

부 신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출시한 제품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라

실 거예요. 2009년 매출이 무려 430억원에 달했답니다. 2008년 매출 216억

원에 비하면 108%나 성장한 거예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사업 건으로 오늘 세화전자에 들렀는데 미

팅이 끝나고 나오면서 들려오는 생산라인 증설 공사 소리가 중기맨의 

귀에는 도약의 날개를 펴는 세화전자의 힘찬 날갯짓 소리

로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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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4-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4-2.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4-3.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4-4.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4-5.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4-6.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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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717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일반과제 2.4:1, 선도과제 8.7:1, 국제과제 6.5:1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지역사업
•  1년간 1억원 한도 내 75%까지

• 정부(40%) + 지자체(30%) + 기업(30%)

전국사업

(국제사업 포함)

•  2년간 4억원 한도 내 75%까지

• 정부(75%) + 기업(25%)

신청 자격

● 지역사업 : 매출 20억원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 전국사업(국제사업 포함) : 매출 20억 ~ 500억원 또는 창업 7년 이상

구분 지역사업 전국사업

대상과제
단기과제(6개월 5,000만원) 

일반과제(1년 1억원)
선도과제(2년 4억원)

주 지원 대상
매출 20억원 이하 또는 

창업 7년 이내

매출 20억~500억원 또는 

창업 7년 이상

지역제한 있음 없음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대학과만 할 수 있는 지역사업, 지

역 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국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지원

4-1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매칭펀드(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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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매칭 있음 없음

과제특성 공정개선, 제품개발 제품개발

과제제안 자유응모 자유응모 + 지정공모

기획과정 없음 있음

신청·접수 

●  신청 :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53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또는 기업환경개선과, (서울)창업벤

처기술과,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 기업사랑과

● (사)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09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25

6월

2월

12월

3∼4월

2011년 5월

5월

2011년 5월 이후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참여기업/주관기관)

신청·접수
sanhak.smba.go.kr

(참여기업)

중간점검 등 진도관리
(지방청/지자체)

서면평가 및 
과제심사평가

(지방청/평가위원단)

사업완료(성과평가)
(지방청/평가위원단)

심의·조정 및 확정
(중기청/심의조정위원회)

사후관리
(지방청/한국산학연합회)

지역사업과 전국사업의 차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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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중소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해야만 기술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 

R&D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 
2개 이상 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

4-2

지원 규모    18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603개사 중 86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선도과제
• 개발기간 2년 이내,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개발타당성이 검증된 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실용과제

•개발기간 1년 이내, 최고 2.5억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자유응모과제

• 융·복합형 기술 등 반드시 중소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해야만 기술개발 및 사

업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

   ∴ 신청시 ‘제품 및 개발특성 요약서’ 작성·제출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 공공·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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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

●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공동개발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해당기업)

●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해당기업)

● 벤처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주관기관의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 가능)

● 기타 세부사업별로 확인이 필요한 서류

처리 절차

2009.12

5월 7월 이후

2∼3월 4월

6월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공고
(중기청)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평가심사(전문기관)
(분야별 평가위원회)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청/전문기관)

신청접수 현장실사
(지방중기청)

협약체결
(전문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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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➋ 

기
술
개
발지원과제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① 서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

로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② 대면평가
• 전문기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

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 평가

③ 현장평가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

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해 평가

④ 최종선정
• 대면평가 점수(60%), 현장평가 점수(40%) 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

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02-3787-0528, 052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0년 지원시책」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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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가 가능한 상품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이전받은 기술의 추가 R&D 소요비용 지원

4-3

지원 규모    15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314개사 중 73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1억 9,800만원

지원 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중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공고된 기술로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국·공

립 연구기관 등

●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특허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시 우대

신청 자격

●  주관기업(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

▪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

●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국·

공립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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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유의 사항>

●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공고된 지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사업선정 후 기술보유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 업체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신청·접수     온라인(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 입력

제출 서류    현장평가시 다음 서류 제출

●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은 위탁연구기관 참여확인서(해당기업)

● 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해당기업)

● 최근 1년간 재무제표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근거 서류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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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58, 445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사업부 : 02-3787-0521, 9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부록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6월

협약체결/자금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도점검
(지방중기청)

최종평가/사후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중 발생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 
등은 기술료 완납 전까지는 정부 소유
지만 완납 이후부터는 주관기관의 소
유로 전환된답니다!!

12월

3월

1월

4월

2월

5월

2월

5월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전 대상 
기술 평가·선정

현장·경영평가
(지방중기청)

과제 신청 공고

기술성·사업성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로드쇼 및 
기술매칭

심의조정위원회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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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기
술
개
발

고성능 슈퍼컴퓨터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와 연구인력

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

그램입니다.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첨단장비·슈퍼컴 활용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4-4

블루오션  블루오션(푸른 바다)이란 수많은 경쟁자들로 우글거리는 레드오션(red ocean:붉은 

바다)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경쟁자들이 없는 무경쟁시장을 의미. 블루오션전략은 산업혁명 

이래로 기업들이 끊임없이 거듭해 온 경쟁의 원리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이 모

르던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

지원 규모    100개사 내외(전체 예산 20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408개사 중 104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2억 4,000만원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이 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 고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정부출연(연) 등과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 지원

구 분 내 용

첨단장비 활용

•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지능기계장비 등 특정분야 전문 연구장비를 

활용한 블루오션 창출 지원

• 소요비용의 75%까지 과제당 5억원 지원, 2년 한도

슈퍼컴퓨터 활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및 시뮬레이션, 성능개선 지원

•소요비용의 75%까지 과제당 2억원 지원, 1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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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에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기업 등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부처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기업

신청·접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지원사업→기술→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사업소개→기술

사업→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지원사업안내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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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➋ 

기
술
개
발

1월

5월 말

2 월

6월 말

4월 초

2011.6월 말

4월 말

2011.7월 초

사업공고
(중기청)

과제선정
(중기청)

신청접수
(주관기업)

협약체결
(전문기관)

현장 평가
(관리기관)

중간점검
(관리기관)

기술성·사업성
평가

사업비 잔금지급
(전문기관)

2012.9월 초 2012.10월 초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60, 지방중기청 제품성능기술과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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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및 공정자동화를 지원하여 녹색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
친환경·녹색기업화 지원

4-5

지원 규모    100과제 내외(전체 예산 327억원)

① 선도과제 

●  주관연구기관과 1개 이상 중소기업이 산·연 매칭을 통해 개발하는 

과제

●  지원 규모 : 최대 6억원, 2년간 75% 이내

✽  주관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민

간연구기관 등

② 실용과제 

●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는 과제

● 지원 규모 : 최대 2억 5,000만원, 1년간 75% 이내

신청 자격

● 제조공정을 갖춘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신규설치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소기업은 사업자등

록증으로 대신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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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➋ 

기
술
개
발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06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02-3787-0507, 053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8

3월 말, 7월

1월

4∼5월(8~9월)

2월

5월 말(10월 말) 6월(11월)

기술수요조사
(중기청)

지원과제접수
(온라인접수)

신청 접수
(온라인접수)

서면발표
현장과제평가

평가 및 선정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기술정보진흥원)

녹색경영, 중소기업도 꼭 해야 하나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지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예정이예요. 

이뿐 아니라 EU(유럽연합) 등은 이미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평가해 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

응하려면 중소기업도 제품을 만들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정확히 파

악해야 한답니다. 컴팩이나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유럽에서 규제물질이 검출돼 공급

계약이 파기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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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의 창조적·혁신적 아이디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연계하여 공동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연계형 기술개발(C&D) 
선정과제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

4-6

지원 규모    25개 응모과제, 1개 과제당 1억원 이내(전체 예산 20억원)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필요·애로기술과 이에 대한 1인 창조기업의 제안 아이디어

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총 개발비의 75%를 지원

▪  지원규모 : 최대 1억원, 개발기간 10개월 이내

▪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3년 분할)

신청 자격

●  1인 창조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제품개발이 가능한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신청 등 전체사업 총괄   

신청·접수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서 신청·접수

제출 서류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서 다운로드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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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기업간,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➋ 

기
술
개
발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455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41

    아디어비즈뱅크 : www.ideabiz.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2월

7월

2∼5월

2010.7~2011.4

2~6월

2011.5월

6월

계획수립 및 공고
(중기청)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과제 신청 접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간 및 최종점검
(지방중기청, 기정원)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지방중기청)

최종완료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평가 및 선정
(중기청/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사후관리
(중기청/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C&D(Connect & Development)  내부의 지적재산과 외부의 지적재산을 결합해서 더욱 뛰어

난 제품을 개발하는 일종의 개방형 R&D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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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② 오피트정보통신(주)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년�연구�끝에�제품�문제�해결,�해외시장서�승승장구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옥외 전광판, 방송국 선거방송의 대형 스크린, 종

합병원 수술실의 멀티 모니터...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이는 공통점은 대형 스크린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SF영화에서처럼 대형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 영상이 전송돼오는 케이블을 따라가다 

보면 컴퓨터 시스템과 대형 스크린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끝단에서 ‘OPHIT’라는 작은 로

고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OPHIT. 바로 삼성전자의 개발인력이 분사해 2001년 설립한 오피트정보통신(kr.ophit.

com)이예요. 이 회사의 제품은 케이블이지만 단순한 케이블이 아니랍니다. 대형 스크린

과 영상 전송 시스템간 거리가 멀어도 노이즈가 없이 깔끔하고, 화면도 중단되지 않는 영

상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광케이블이지요. 옥외전광판의 경우 최소 100~200m는 떨

어져 있어야 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해요. 전에는 구리케이블이 주로 사용됐는데 연결 

거리가 5m밖에 되지 않아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군요. 

오피트정보통신과 중기맨의 인연은 꽤 오래됐어요. 기억을 더듬어보니 어느덧 3년이 넘

었네요. 오피트정보통신은 기술력으로 똘똘 뭉친 업체라 회사를 설립하고 2~3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관계를 맺어왔대요. 기술개발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지요. 지금처럼 깔끔한 영상을 전송하는 광케이블을 개발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예요. 중기맨이 오피트정보통신을 처음 만난 것이 2006년이거든요. 당시에는 회사 

규모가 작았는데 기존 제품에서 영상화면이 중단된다거나 컬러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이를 신뢰성 문제라고 하는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다보니 반드시 해결해야 했지요.

사업다각화 위해 방송장비 시장도 진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이랍니다. 중소기업이 신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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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제품을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개발할 때 중기청과 지자체가 매칭펀드로 지원하

는 사업이지요. 6,000만원을 지원받아 1년간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함께 원인을 파악한 

끝에 영상 수신소자와 레이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수신소자는 자체 개발

이 아니므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뒤져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

하고, 전송거리도 1km까지 늘려 ‘DDL’이라는 제품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야 고장

률이 낮아지고, 신뢰성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기맨이 오피트정보통신을 지원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수보

다 해외 비중이 높다는 점이예요. 개발도상국 진출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북미, 

유럽 등에는 이미 상당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2009년 매출 75억원 중 해외 매출

이 70~80%나 될 정도예요.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성과는 그동안 ‘상해아시아전자전’, ‘베를린 가전박람회’, ‘인터롭 

도쿄’ 같은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예요. 

최근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방송장비에 사용되는 ‘모듈형 HD― SDI 영상신호 광 매트

릭스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고, 궁극적으로는 OEM이 아니라 방송시스템에 ‘OPHIT’를 붙

여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CNN이나 ABC의 선거방송에서 ‘OPHIT’라는 로고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중기맨의 가슴은 벌써 벅차오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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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활용하는 
R&D 인프라 첨단장비

5-1.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5-2.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5-3.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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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활동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를 공동연구기관 내, 인근 지역에 설치, 운영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연구장비 및 인력확충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시 인건비 등 지원

5-1

지원 규모    500개사 내외, 기업당 5억원 이내 (전체 예산 38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업체당 평균 1억 600만원 지원(1년차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 내용 

●  신규설치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

입비용 등 지원

●  업그레이드 :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인건비,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및 사업화비용 등 지원

신청 자격

●  신규설치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가 인증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업그레이드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개발인프라 및 사업화 능력

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신규 설치의 경우 부설연구소의 설치 장소가 공동연구기관 내부 및 인근 

지역으로 제한됨(업그레이드는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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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일 전까지 공동연구기관을 선

정한 후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신청·접수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서 다운로드받아 접수

●  3-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70페이지) 내용과 동일

제출 서류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 접속→공지사항→「10년 산

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세부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붙임2)

처리 절차    

2009.12

2~5월

2011.5월

6월

2012.6월 이후

1월 말 2월 초

5월 말

2012.6월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현장평가 및 
과제심사평가

(지방청/평가위원단)

진도점검 및 보고
(지방청)

신청기업
서면평가

(지방청/평가위원단)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주관기업/공동연구기관)

사후관리
(지방청/한국산학연합회)

신청·접수
sanhak.smba.go.kr

(주관기업)

심의·조정 및 
최종선정

(중기청/심의조정위원회)

최종평가 및 
사업비정산

(지방청/전담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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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운영지침 상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업

의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대학(지방캠퍼스와 분교를 포함) 또

는 연구기관(분원을 포함)

관리기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관리 및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

전담기관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의 정부출연금 지급 및 정산 등 예산집행관

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연구전담직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

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주관기업의 정규직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58~9

● (사)한국산학연협회(www.sanhak.net) : 042-720-3311, 3316

●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또는 시험연구지원팀, (서울)기술

혁신지원과, (제주)제주특별자치도청 기업사랑과(전화번호 부록 참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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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장비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고가 연구장비의 휴면

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은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대학이나 연구기관 장비사용료 지원

5-2

지원 규모    126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수요급증으로 인해 예산 조기소진, 업체당 평균 600만원

지원 내용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적으

로 공동 활용할 경우 장비 사용료 지원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 6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

폰) 방식으로 지원

신청 자격     R&D 목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중소기

업(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지원 방식

● 先 바우처 구매, 後 장비 이용

●  바우처 구매에서 장비이용 신청, 결제까지 모든 절차 온라인

    (sanhak.smba.go.kr) 처리

●  바우처 구매 : 구매시 액면가의 40%를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하

며, 구매한 바우처의 사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자동 환수 조치. 

예산 소진시까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며,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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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용 : 지정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만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 및 

장비에 대한 제한은 없음. 온라인(sanhak.smba.go.kr)을 통해 장비 이용

신청 및 결제

신청·접수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smba.go.kr)에

서 신청

제출 서류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R&D 계획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60,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사)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13

●  전담정보사이트 :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

smba.go.kr)

3월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연중수시

2011.2월∼

연중수시

2011.2월∼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

주관기관 장비사용
(참여기업/주관기관)

신청·접수
sanhak.smba.go.kr

(참여기업)

장비이용료 결제
(참여기업/주관기관)

서류심사
(지방중소기업청)

완료(성과평가)
(지방청/전담기관)

기업부담금 입금 및 
바우처 구매
(전담기관)

사후관리
(지방청/전담기관)

∴ 주관기관 : 대학 및 연구기관, 전담기관 : (사)한국산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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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하고 있는 4,000여종의 시험연구 장비를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지방청의 모든 시험연

구장비를 야간 시간을 포함해 ‘연중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 시험연구장비 이용개방 
‘연중 내내’ 무료 이용

5-3

이용 장비     서울청을 제외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

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

이용 수수료    무료. 인증요건유지를 위한 ‘설비사용계약’은 제외

이용 방법    민원인이 직접 설비를 작동, 시험 진행 과정 및 결과를 즉시 확인

지원 대상     제품의 품질확인,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 또는 품질개선 등 자

체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중

소기업

신청·접수    지방중소기업청(제주시험연구센터 포함)

제출 서류 

● 개방설비이용신청서(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지방청 민원실 활용)

● 자체 연구개발계획서, 공문 등의 기타 증빙서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이용 방법 : 행정정보→법령정

보→고시/공고/훈령→고시번호 제2009-23호(중소기업청의 시험연구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개방설비이용신청서[별지3호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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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청 기간    연중 수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52,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이용 협의

이용 신청

사전 교육

장비 사용

장비 점검

•시험장비 사용일정 등에 관해 지방청 담당자와 사전 예약

•지방청 민원실에 비치된 설비사용 신청서 작성
•신제품 및 연구개발 계획 관련 자료 제출

•작동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장비담당자의 간단한 교육

•장비담당자 입회 하에 사용자가 설비 작동 및 시험 분석

•장비 사용 후 장비담당자가 설비 이상유무, 작동상태 등 점검
•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설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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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③ (주)시너스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정보화로�생산성�높여�‘신나는�기업문화’�창출

8시 출근,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아침식사, 오전 근무. 점심식사 후 수면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5시 정시퇴근. 퇴근 후에는 3층 헬스장에 들러 1시간 운동. 점심식사와 저

녁식사 모두 회사에서 해결. 그것도 무료로.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에 위치한 시너스(www.cnus.co.kr) 직원들의 하루 일과랍니다. 

정시퇴근 하나만도 부러운데 수면실, 헬스장에 식사까지 제공된다니 중기맨도 이런 곳

에서 일하고 싶어지네요. 흑흑.

그런데 이러한 직원복지를 가능케 한 비결이 있다네요. 그 비결은 바로 정보화라는군요. 

1993년 설립된 시너스는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에 소모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제

품이 다품종 소량생산이고, 긴급한 납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지요. 긴급 납기가 많으니 

주문에 변수도 많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정보화랍니다.

중기맨이 시너스를 찾았을 때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는데 당

시에도 회계, 인사, 구매, 자재관리 등 업무시스템(ERP)에는 이미 정보화가 완료돼 있었

어요. ERP는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해주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해요.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요. 그래

서 생산설비 부문에도 정보화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중기맨에게 SOS를 친 거예요. 그때

가 2008년 3월 경이예요. 

총 4,500여만원을 지원받아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물론 지원받은 것만으로는 모자라 회사에서도 추가투자를 했구요. 그런데 직원들이 거

부감이 많았다고 해요.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작업지시 경로 등의 정보가 포

함된 바코드를 모든 생산라인에 붙이니 직원들이 공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유리알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해서 못쓰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속으로는 불량이나 작업

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책임소재가 나온다는 걸 두려워한 거지요. 그래서 김부순 대

표가 “무조건 3개월만 써봅시다. 3개월 후에도 불편하다면 예전으로 모두 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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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득해 사용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손으로 일일이 써야 했던 작업일지를 

쓸 필요가 없고, 생산수량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편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하하. 

“경기 악화로 매출 줄었지만 정보화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올해는 이 시스템 덕을 톡톡히 봤대요. 경기악화로 공장가동률이 전년에 비해 

60%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져 전에는 한 번 사용하고 버리던 것을 이제는 

2~3번 재활용하고 있다네요. 이때 바코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기존 정보가 모두 

입력돼 있으니 재활용 부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완벽하잖아요? 

생산설비정보화를 통해 납기준수율이 10~20%, 장비가동률이 최소 20% 향상됐지만 경

기악화로 인해 시너스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어요. 직원은 63명 그대로인데 매출이 

2008년 168억원에서 2009년 130억원으로 감소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

의 정보화 투자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생산설비정보화시스템 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5,000여만원을 투자(정부지원 2,300만원)한데 이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래요. 

“어려울수록 미래를 위해 더 많이 투자하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잖

아요?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시너스의 정보화투자가 빛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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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효율성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주는 정보화 사업

6-1.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6-2.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6-3.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사업 

6-4.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 

6-5.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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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인사, 재무 등 중소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효율

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MIS, ERP, CRM, SCM, 

KMS 등 기업의 업무에 꼭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높이는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6-1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전체 예산 7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75억원, 신청기업 968개사 중 163개사 지원, 평균 4,340만원 지원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신규과제 •정보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의 50%(최대 6,000만원)

개선과제 •1회에 한해 총 사업비의 50%(최대 4,000만원)

연계과제 •총 사업비의 50%(2년간 최대 1억 2,000만원, 연도별 6,000만원)

지원 분야     MIS(경영정보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 CRM(고객관계관리), 

SCM(공급망관리), KMS(지식관리시스템), G/W(그룹웨어) 등의 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우대 지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 5점 가점

●  기술혁신형 인증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벤처 인증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방산(물자)업체 : 각 2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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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

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 시스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고객 관계 관리의 약자로, 기업

의 고객 관리 툴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타깃광고를 위한 기본적인 도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스템)  기업 내의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

한 개인적 경험(주로 업무와 관련) 중에서 다른 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즉 일반화될 수 있는 

경험들을 다른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한전협력사 ERP 지원 사업 수혜기업, 당해년도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참여기업

<유의 사항> 

● 종업원 수, 신청기업의 규모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은 없음

● 신청기간에만 지원 가능

신청·접수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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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에서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후 작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0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72~8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24

2~3월

4월

4월

11월~

1.11∼1.29 2월

3월

5~8월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타당성 조사
(감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

최종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최종감리 및 사후관리
(감리기관/전문기관)

신청·접수

심사평가
(전문기관)

중간감리
(감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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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투입과 출고, 제품 재고를 비롯해 생산 실적, 품질정보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산 공정에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효율적인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6-2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지원(전체 예산 76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76억원, 신청기업 303개사 중 155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4,570만원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신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 총 사업비의 50%(최대 6,000만원)

개선과제 • 1회에 한해 총 사업비의 50%(최대 4,000만원)

연계과제 • 총 사업비의 50%(2년간 최대 1억 2,000만원, 연도별 6,000만원)

지원 분야 

●  POP(생산시점관리), MES(제조실행시스템) 등의 생산설비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  생산·제조 관련 설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산설

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기업으로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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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

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당해연도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참여기업

 <우대 지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 5점 가점

●  기술혁신형 인증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벤처 인증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 각 2점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실시간 제조생산시점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계획 

및 작업지시에 의거, NETWORK를 통하여 생산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 또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집계, 조회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계획대비 실적, 재고, 재공, 불출, 품질정

보, 설비가동 정보 등의 라인별 공정별 생산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 분석, 조회할 수 있

는 시스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제조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

어, 물류, 및 작업내역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현장에 

국한 시키지 않고 On-line System을 이용하여 계층간 구성 요소들을 상호 교환, 공유를 가능

하게 하는 시스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이용자가 사용방법과 기호에 맞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설

정하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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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또는 정보화지원사업 홈페

이지(i-sme.tipa.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또는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

지(i-sme.tipa.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0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72~8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i-sme.tipa.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24

2~3월

4월

4월

11월~

1.11∼1.29 2월

3월

5~8월

사업 공고
(중기청)

사업타당성 조사
(감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현장평가
(지방중기청)

최종선정
(심의조정위원회)

최종감리 및 사후관리
(감리기관/전문기관)

신청·접수

심사평가
(전문기관)

중간감리
(감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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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단체), 회원 중소기업, 유관기관, IT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하

여 업종별로 특화된 공동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등 IT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조합(단체)과 

회원 중소기업의 신규 수익원 발굴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정보화 지원사업
조합 등의 공동사업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6-3

지원 규모    조합(단체)당 1억 5,000만원 이내 지원(전체 예산 8억 1,000만원)

    ✽  2009년 지원 현황 : 10억원, 신청 컨소시엄 11개 중 6개 컨소시엄 지원, 업체당 평

균 1.5억원

지원 내용 

●  조합(단체) 공동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조합(단체)별 특화된 산업콘

텐츠 육성 및 공통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소

프트웨어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1억 5,000만원 내외 지원

신청 자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

조합연합회 및 중소제조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사업자 단체

● 회원 중소기업, 유관기관, IT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우대 지원>

컨소시엄 구성원 중 조합(단체)과 회원사의 매칭펀드 부담률이 높은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평가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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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

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접수    방문접수(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팀)

신청 서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www.kbiz.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00, 4401

●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 02-2124-310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24 2월 말 ∼ 3월 초 3월

사업 공고
(중기청)

심사평가
(평가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중소기업중앙회)

4월 5∼8월 9∼11월 

최종선정
(중기청 정보화추진위원회)

최종감리 및 완료보고
(감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사전·중간감리
(감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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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분 야 세부사업내용
정부보조금 
지원한도

산업보안 

교육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 온라인 교육과정 상시운영

• CEO 과정 : 지역CEO포럼 및 경영대학원과 연계

• 전문과정 : 컨설턴트 과정(3회 90명, 과정당 

3~4일), 보안전문가 과정(2회 60명, 과정당 

2~3일

교육비 

무료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 일반 산업보안 교육 : 8회 700명(과정당 1일)

• 해외 세미나 및 수준조사 : 세미나(연 2회 300

명 내외), 수준조사(150개사 내외)

• 해외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법을 근거

로 한 보안교육 실시

기술보호 

상담센터

• 기업의 핵심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On/Off Line 애로상담

센터 운영

• 기술유출 전후 전문상담 및 법률구제, 보안진단, 컨설팅

등  제공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지원규모 : 25

억원)

• 설치시 별도 서버나 기타 부대장비가 필요 없는 독립형 보

안장비·솔루션 국산화 및 신규개발

• 통합보안장비, 보안신기술, 단위 솔루션 및 보안장비 등 

기 개발 보안기술의 중소기업 보급을 위한 응용기술개발

• 바이오기술(BT)과 정보기술(IT) 등을 융합한 인식기술, 센

서기술 등 생체인식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업당 

사업비 75% 이내

최대 1억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

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산업보안 교육, 기술보호상담센터, 보안장비와 솔루션 

개발비를 지원하는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
산업보안교육 및 산업보안 기술개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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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중소기업 산업보안교육 : 중소기업 임직원 (참여자격 제한 없음)

●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 보안장비·솔루션 개발능력과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사항에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에 해당

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공동개발기업 포함)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24, 25, 26, 및 29)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자료처리, 호스티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  기타 정보서비스업(639)

▪  연구개발업(701)

●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  기 개발/기 지원 과제 신청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

    ▪  신용거래 불량여부 확인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중인 기업

    ▪  신청자격은 사업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

●  중소기업 산업보안교육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보안온라인교육

센터(www.edutipa.com/aspservice/security)

●  중소기업 기술유출상담센터 : 02-3787-0641~4(www.tpcc.or.kr)에 상담신청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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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

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처리 절차

① 중소기업 산업보안교육

● 온라인 교육 : 연중무휴로 온라인 신청 후 교육 가능

● 집합교육 : 해당 지역별로 별도 공지

② 중소기업 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이혜문 연구원(02-3787-0506), 관리기관 : 참여기업 해당 지

방중소기업청 

3월

5월

4월

6월

4월

6월

5월

12월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문기관)

신청접수
(www.smtech.go.kr)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서면평가
(전문기관)

협약체결
(전문기관)

현장·경영평가
(지방청)

최종감리 및 사후관리
(감리기관/전문기관)

보안시스템구축지원을 신청하면 보안업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보안시스템구축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모집된 지원기관 Pool 내에 있는 지원기관을 

선택한 후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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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 042-481-440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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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애

로상담을 지원하는 On/Off-line 상담센터 운영으로 기술보호 상시 지원체계 구축지원 사

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유출방지 및 상시 지원체계 가동

6-5

지원 규모    100개사, 기업당 400만원 이내(전체 예산 5억원)

지원 내용

●  기술보호(사전), 유출(사후) On-Off line 전문상담 제공

▪  기술유출 상담라인(Hot Line)을 통해 사전·사후방안 제시

▪  ‘전문가 지원 풀(Pool)’을 통한 On-Off Line 상시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지원사업 GateWay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따른 대응 사례·가이드·매뉴얼, 교육자료 등 

전문자료를 제공하고, 지원기관간 GateWay로서 기술보호 종합 정

책·정보서비스 제공

신청 자격     혁신형 중소기업(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부설연구

소(또는 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국가 R&D 참여 중소기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상담센터 홈페이지(www.tpcc.or.kr/)에서 신청

문의처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042-48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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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 드립니다!

�인력�지원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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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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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인력지원 Q&A

지방 소재 기업이라 기능직을 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공급받

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계고 3학년이나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맞게 교육훈

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으로 취업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교육을 이수

한 기능인력을 최소 2년간 채용할 수 있습니다.(137페이지,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

업 참조)

동영상 검색엔진 개발 기업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야 하는지요?

정보처리 분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받아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이고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141페이지, 산업기능요원제도 참조)

직원들에게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시간이 허락되지 않

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협동조합과 단체를 통해 직원들의 현장 기술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재직자 교육을 담당토록 

하는 사업입니다.(149페이지,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참조)

여론조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8년 근속자가 결혼을 하게 됐는

데 중기 재직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네.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

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니 요건은 충분하십니다. 지방중소기업청 홈페

이지에 분양공고가 연중 수시로 게시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151페이지, 중소기업장기

재직자 주택우선공급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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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이 다가오는데 취업이 너무 힘드네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무

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미취업자가 집합교육과 중소기업현장연수를 무료로 받고 교육·연수과정동안에 월 70

만원까지 수당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과정 이수 후에는 채용이 연계되므로 중

소기업에 손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139페이지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참조)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돼 당분간 하는 것인

데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

는지요?

미취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채용 패키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현재 채용이 확정된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의 한 형태이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업참여는 어려울 듯하네요.

4년제 대학인데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렵네요. 졸업생들이 대기업

만 바라보기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중소기업에서 3주간 현장연수를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연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업무환경

도 경험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153페

이지,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

상품패키지 디자인 기업입니다 . 탈북자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

니다. 생산 분야에 채용하고 싶은데요.

북한 이탈주민을 채용하면 월 50만~70만원 정도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

니다 . 전문교육훈련과 취업 예정기업에서의  현장연수를 통해 채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145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알선 참조)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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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중소기업 채용예정 전문계고생·대학생 2,200명(전체 예산 95

억원)

✽  2009년 중소기업 채용예정 전문계고생·대학생 2,210명 지원

✽ 2009년 사업참여 신청 1,068개 중소기업 중 1,007개사 참여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을 교육ㆍ훈련 받은 전문계고생(대학생) 채용(최소 2년)

• 병역업체 선정 우대, 중소기업 컨설팅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대 

전문계고

대학

• 교과과정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교사기술연

수비 등 지원

학생
• 교육훈련비 및 훈련수당 

• 중소기업 취업기간 중 군 입영연기,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한 중소기업

●  전문계고·대학 : 제한 없음

신청·접수    맞춤형인력양성 홈페이지(idt.smba.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이 전문계 고등학교 및 대학과 연계해 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여 최

소 2년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기업 수요에 맞게 교육하고 최소 2년간 채용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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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중소기업 : 산학연계맞춤형프로그램 참여기업 신청서

●   전문계고·대학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제출 서류는 맞춤형인력양성 홈페이지(idt.smba.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8903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인력지원부 : 02-3787-06 02~4

2009.12.29

1.29

1.4

2월 말

1월 중순

3월 중

1.21

4월~

사업 공고
(중기청 인력지원과)

참여학교 최종 선정
(선정위원회)

참여학교 및 기업 
신청·접수

(시·도 교육청, 지방중기청)

참여 중소기업 선정

전문계고 추천
(시·도 교육청)

기업·학교(학생)간 
협약체결

신청학교 평가심사
(지방중기청/

지역별 선정위원회)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채용 연계

맞춤형 참여기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맞춤형 참여기업 
참여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중소기업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참여확인증을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

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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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미취업자 3,000명(전체 예산 52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연수 신청인원 5,338명 중 4,557명 지원, 1인당 평균 330만원

지원 내용

● 집합교육수당(2∼3개월) : 1인당 월 30만원

● 기업현장연수수당(1∼3개월) : 1인당 월 70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 등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

용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발한 미취업자

✽  단, 중소기업청장이 인력난 및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

장이 인정하는 자는 지원 가능

●  기업에 근무하거나 채용이 확정 상태인 자(정규직, 임시직, 아르바

이트 등 고용형태는 불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현장실습에 참

가 중인 자

●  재학생, 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단,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

버대학은 제외)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맞추어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를 통해 양성한 인력을 중소기업이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채용 패키지 사업
미취업자 기업현장 연수수당 월 70만원 지원

7-2

지원이 안 되는 미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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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단, 사업참

여후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자로서 취업의지가 명확한 경우에는 

수당없이 재참여 가능)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보조사업자(1월 중 선정 공고)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수, 채용연계ㆍ알선 등 업무 수행

제출 서류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연수 신청서, 서약서, 구직등록필증(고용지

원센터 발급) 및 통장사본

✽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job.kbiz.or.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4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0~3385

2009.12

·계획수립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및 사

업설명회

1 월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기준, 배정기준 

등 확정
·선정 및 인원배정

2~10 월

·연수생 모집ㆍ교육
  – 모집 홍보
  – 교육과정 점검

7~12 월

·연수기업 모집
  – 홍보실시
·업무안내문발송
·연수 후 취업연계

공고 및 신청
(중기청·중앙회)

보조사업자선정
(선정위원회)

집합교육
(보조사업자/교육기관)

현장연수 및 채용연계
(보조사업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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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규모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기업 : 업종별 상대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

● �기존 병역지정업체 : 업종별 상대평가 결과 상위 75% 이내

✽   2010년 선발 규모 : 현역병 입영대상자 3,700명, 보충역 입영대상자 3,600명

✽  선정업체비율은 경기 변동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2010.12월 최종 확정)

선정 절차

● �중소기업청 :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및 기존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을 병무청에 추천

● �병무청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업체별 산업기능요원수 배정

선정 대상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중소기업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

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며, 제조ㆍ매출실적이 있을 것

●  광업 분야  중소기업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에너지산업분야 중소기업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 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추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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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 되는 기업

위하는 업체

●  정보처리관련업 분야 중소기업 : 아래의 요건 모두 만족하

는 업체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

▪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 혹은 신청되

어 있지 않은 업체 중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

며 지정희망 사업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고,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업체

<선정우대>

●  창업중소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방중소기업

●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

하는 산업체(대기업, 재단법인, 공공단체,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

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  공업 분야(통신기기제조업 포함) 산업체 중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

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등

●  정보처리관련업의 경우 정보처리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미

만이거나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신청한 업체

신청·접수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분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각 지방상공

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본부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기청이 추
천하고 병무청이 최종 선정한답니다!!



142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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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통신기기제조업 및 정보처리관련업 : (사)벤처기업협회

제출 서류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병역지정업체 추천심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공장등록증명서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의한소기업(50인 미만)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건

축물관리대장(용도 : 공장, 면적 : 500㎡ 이하)으로 공장 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  상시근로자 수 증빙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추천기준별 증빙서류 각 1부 등

✽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지원사업→인력→산업기능요원제도 운

영의 관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병역대체복무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요?

병역대체복무는 군 입대 예정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산업체

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전문연구요

원은 석·박사 등 연구인력이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산업기능

요원은 국가기술자격에 따라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하게 된답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은 어디서 접수받나요?

전문연구요원은 교과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88)에서 매년 6월(벤처

기업은 1월과 6월 두 번) 신청을 받아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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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513,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816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8, 대한상공회의소 : 02-6050-3425

●  한국산업단지공단 : 02-6300-5714, 벤처기업협회 : 02-890-661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6월 초

9~10월 2011년 1월 이후

6월 초 ∼ 6.30 7월 말

11~12월

병역지정업체 신청요령 
게시 및 배포

(중기청 인력지원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대상 실태조사
(지방병무청/지방청)

심사 및 병무청 추천
(중기청 인력지원과)

산업기능요원 활용
(선정 및 배정기업)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
업체 인원배정 신청·접수

(기업→접수기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기
존업체 인원배정 결과통보 

(지방병무청→기업)

병역지정업체  군 입대 등 병역의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도록 선발된 전문

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곳으로 병무청장이 심사를 거쳐 선정. 참고로 ‘전문

연구요원’은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함

으로써 병역의무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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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북한이탈주민 3,300여명(추정)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 고용지원금 월 50만~70만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북한 이탈 주민

• 취업장려금 연간 450만~550만원

• 교육훈련수당 월 30만원

• 중소기업 현장연수수당 월 70만원

처리 절차

① 하나원 취업과정에서 취업 예정분야 파악 

② 중소기업 대상 북한이탈주민 채용 수요조사(지방중소기업청)

③ 북한이탈주민 취업희망 직종 및 수요기업에 맞는 직업훈련 실시

④ 채용예정기업에서 현장연수

⑤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

⑥ 취업전담관이 채용 북한이탈주민 수시 면담 및 사후관리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4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

전문 교육훈련 및 현장연수를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중소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으로 2010년 신규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중소기업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원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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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④ (주)호룡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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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룡은 어떤 회사?                           

• 대표 : 반윤국

• 설립일 : 1990년 1월

• 직원수 : 84명

• 매출 : 160억원(2009년), 210억원(2008년)

• 사업분야 : 고가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개발, 제조

• 지원받은 사업 :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지원받은 내용 : 2006년부터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와 협약 

맺고 매년 4명씩 졸업생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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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8-1.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8-2.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8-3.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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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20개 내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전체 예산 46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조합 28개 중 20개 조합 지원, 조합당 1억3,000만원

지원 내용

●  공동 인적자원 개발 : 현장 기술능력 향상교육,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운

영, 업종별 인적자원관리모델 개발

●  공동 필요인력 확보 : 업종별 공동 기업안내서 제작, 공동 채용설명회, 인

적자원개발 컨설팅

지원 대상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수요조사 결과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hrd.kbiz.or.kr)에서 다운로드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단체를 통해 재직자 직업능력교육, 우수인재확보를 위한 공동채용

설명회,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비용 70% 지원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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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4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02-2124-338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

·계획수립
·�보조사업자 선정공고 및 사

업설명회

1월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기준, 배정기준 등)

2~11월

· 참여자 모집 및 단위산업운영
  (모집 홍보 및 교육과정 
   실태점검)

12월

· 사업실적평가 및 
   결과보고

공고 및 신청
(중기청/중앙회)

보조사업자 선정
(선정위원회)

사업본격추진
(보조사업자/교육기관)

결과보고
(중기청/중앙회)

∴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업종별 협동조합, 사

업자단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연수생 선발 및 교육, 현장연수, 채용연계ㆍ알선 등 업무 수행

협력기관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인력구조고도화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는 대학, 연구소, 교육기관, 전문 컨설팅사 등을 말함

인력구조고도화  업종별 조합 또는 단체 소속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 교육훈

련 및 공동 채용활동 등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하여 회사의 인력구조를 향상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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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500호(주택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2009년 지원 현황 : 1,354호 주택확보, 461명 지원

지원 분야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의 분양 또는 임대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분양주택 신청자 : 근속기간, 동일직장 재직기간, 소기업유무,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여부(가점)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임대주택 : 해당업종 여부, 근속기간 등을 심사하여 추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산정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에 한함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및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

●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 은닉, 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

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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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지방중소기업청

신청 서류 

●  신청서,  서약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재무제표상 대차대조표, 재직증

명서, 경력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상증명서(해당

자) 각 1통

✽  신청양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지원사업→인력→중소기업재직

자주택 우선공급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5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연중 연중 연중 연중

주택 배정
(주택공급업체
-지방중기청)

특별분양 공고
(지방중기청)

추천신청
(중소기업 근로자)

(지방중기청)

심사및  추천
(지방중기청

-주택공급업체)

국민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 예산(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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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4년제 이공계 대학 50개(전체 예산 24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67개 대학 지원(전체 예산 25억원)

지원 내용    학생연수수당, CEO강좌 강사 수당, 기타 사업운영비 등

▪  대학생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1인당 40만원 지원

▪ 성공 중소기업CEO 강좌 개설, 우수 중소기업 탐방 실시(1∼3일)

지원대상    4년제 이공계 대학교

<유의사항>

●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성공CEO 강좌를 학점(2~3학점)으로 인정하는 정

규과정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참여기간에는 타기관(예, 노동부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유사사업에 

중복 참여금지

신청·접수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신청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042-481-439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606

대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성공 중소기업 CEO 강좌를 청취하고 동계 및 하계 방학 중에는 

중소기업에서 3주간 현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 유도

8-3

현장 연수수당 40만원은 
연수종료 후 대학이 계좌
로 입금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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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판로개척을
지원합니다!

판로�지원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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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159
계약이행능력심사      162
적격조합 확인제도      164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166
중기간 경쟁의무화·공사용자재 직접구매    167
공공구매론      17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172

10
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75
성능인증제도      177
성능보험제도      179

11

마케팅부터 홍보, A/S까지 다양한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181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18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185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187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190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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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LED조명은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해 보십시오.(159페이지 직접생산

확인제도, 172페이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참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1년 단위라 매년 확인

을 받아야 하는데 굳이 매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

는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매년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

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008년부터 기능성 등산스틱을 생산해온 기업입니다. 판로 확보가 어려워 등산

관련 용품을 생산하는 몇 개 업체와 공동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상표를 개발하려는 기업이 5개 이상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표개발 소요 비용의 70%를 지원해 드리며 공동상표의 홍보비도 지원해 드립니

다.(187페이지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참조)

LCD TV를 생산해 판매하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

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중소기업의 공동 AS센터를 통해 AS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하시

면 전국의 167개 AS 지점망을 통해 AS센터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약 12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85페이지 참조)

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판로지원 Q&A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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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성능인증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공공기관에 납품된 중소기업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능보험제도가 있습니다. EPC(성능인증),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가입대상입니다. 성능인증을 받으셨으니 가입하실 수 있고, 보험료율은 보증보험 

형식이어서 제품가격의 0.1~0.5% 정도로 저렴합니다.(179페이지 참조)

퓨전소스를 개발해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

려니 인력이 부족한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언론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 제품을 선정해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 프로그램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매년 750여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

습니다.(181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참조)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을 하고 싶은데 지

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에 참여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

와 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00여 업체와 140여명의 구매담당자가 상담을 하였으며, 700여개 업체가 입점 및 재상

담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183페이지 참조)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

아 마케팅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은데요.

중소기업 CEO를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기획

부터 상품 및  서비스기획, 판로개척 및 활성화전략, 마케팅 문제해결 등 총 4단계로 프

로그램이 짜여져있습니다.(190페이지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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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활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계약 (해당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

합정 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  1,000만원 이상의 특정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자>

● �특정단지·특별지원지역 입주공장, 국가유공자 복지공장, 특별법

인, 사회복지사업법인 , 국가유공자 상이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단체 등에 한정

제도 내용      

●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직접생산 확인제도 이용가능

●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과 동일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기관 납품시 우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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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제시된 경우만 제출

 1.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2. 생산정보 증명 서류 

  가. 제조업 : 생산공장이 필수인 경우 

    ▶ 공장등록시 

    - 소유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

계산서, 통장사본 등) 

    ▶ 공장미등록 시 : 공장면적 500㎡ 미만 소기업의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공장일 것)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가 제조 또는 공장일 것) 

  나. 제조업 외 : 사업장 또는 작업장이 필수인 경우 

   - 소유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3. 생산인력 증빙서류 : 4대 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 

   - 기능사, 기사 보유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의 증빙자료 

 4. 생산설비 증빙자료 : 필수장비의 경우 구입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 구입 후 장기간 보유로 증빙자료 없을 경우 사진으로 대체 가능 

 5. 납품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민급 또는 관급) 증빙자료

  - 납품실적증명서 

  - 매출세금계산서로 증빙 대체 가능 

 6. 전기사용실적 : 신청일 현재 최근 3개월 이내 전기료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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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➍ 

판
로
지
원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5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02-2124-3141~5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p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마이페이지
ㆍ심사요청 공장별 신청
ㆍ 해당제품에 체크하고 
   면담자 입력후 저장

ㆍ 업체 면담자 통화 후 
   실태조사 일정 결정

ㆍ 실사결과 서류 검토 후 
승인 완료

공공구매망 접속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소기업)

생산현장 실태조사
(실태조사자)

확인결과 승인
(중앙회 지역본부)

결과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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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최저가로 응찰한 중소기업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

사유로 구성

▪  10억원 미만 :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비율로 평가

▪  10억원 이상 :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  신인도 +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

인이 고시금액(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용등급평가 면제

▪  신용등급평가(30점), 입찰가격(70점), 신인도(+3~ ―2), 결격사유(―30) 

심사항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등급평가를 30점으

로 평가

제출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1부

● �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이행능력심사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96개)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시 중소기업의 납품이행능력, 입

찰가격, 신인도를 입찰심사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일정한 납품

가격 이상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예정가격의 85% 이상 낙찰가격보장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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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➍ 

판
로
지
원●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   위 서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사시 요구됨

<유의사항>

● �신인도평가 등 심사관련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입찰공고일 이후 제출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02-2124-3111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p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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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자

격 부여

● �조합은 입찰참여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2개 이상을 대표하여 입찰

에 참여 가능

✽   적격조합지정 현황 : 2009년 12월 현재 143개

지원 대상

● �해당 조합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

●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

시되어 있을 것 

● �조합이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구매 업무 관련교육을 연간 10시

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해당 조합원사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

일 것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

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격조합 확인제도 
영세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입찰 참여자격 부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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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➍ 

판
로
지
원<유의사항>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이중투찰 금지)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에 접수

✽   신청양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5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02-2124-3112~3 

● �전용정보사이트(www.smpp.go.kr)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수시

즉시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유효기간내

적격조합신청
(조합 ⇒중기청)

구매정보망 공고
(중기청)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
(중기청장)

적격조합 검토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적격조합입찰참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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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의계약 대상 : 추정가격 5,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

품목(제품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하단에 상시 공고)

신청·접수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

계약시스템’에 신청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6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조합에 추천 요청
(공공기관)

G2B 견적 제출
(추천기업)

적격심사 후 5개사 추천
(협동조합)

계약결과입력
(협동조합)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

견적접수, 계약
(공공기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5,000

만원 미만의 제품을 구매할 때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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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➍ 

판
로
지
원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

목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통해 낙찰가격을 보장

✽ 대상제품 지정 현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96개

● � 공사용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공

공기관이 분리발주하여 직접구매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

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③  그밖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

이 협의한 경우

    ▪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안

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에 지정된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중기간 경쟁의무화·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만 수주하는 공공구매 

9-5

직접구매 제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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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비용

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

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 공사용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지연으로 공사진행

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

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

아야함

지원 대상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이 신청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중소기업 10개 이

상이 연명하여 신청

● �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종합공사는 20억

원 이상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ㆍ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

공사는 3억원 이상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 3년

신청·접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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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로
지
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좋은가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

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제출 서류 

●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관련 증빙서), 직접

생산 확인기준(안)

✽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서식 다운

처리 절차

상반기

중소기업청←중앙회 매년 회계연도 종료 전

2주 2주

∴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지정

품목신청
(조합, 중소기업)

품목추천
(중앙회)

추천검토
(중앙회)

지정공고
(중기청 )

신청접수 현장실사
(중앙회)

관련부처협의 및 지정검토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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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및 내용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6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 02-2124-3113

● �전담정보사이트(www.smpp.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구분 주요내용

1. 추가추천신청

2. 의견수렴

3. 추천검토

4. 추천 

5.검토, 
   관계부처협의, 
공고

6. 후속조치

비고

∷�추천조건
   ㆍ  신청서(물품내역, 수요

현황 등)

∷�홈페이지 등 이용

∷�추천조건
   ㆍ  생산중소기업 10

개 이상

∷�11월 말 이전 추천

∷� 대상 : 협동조합(지방, 사업조합 포함) 및 중소
기업
∷�기간 : 상반기 중

∷�신청물품 공개 및 의견수렴(기간 : 1주)

∷�대상 : 추천, 제외 신청물품
∷� 기간 : 20일
∷� 내용 : 서류검토 및 조사, 관련기관 협의

∷�추천 : 중앙회 → 중소기업청
∷�지정기관 : 중소기업청

∷�검토 : 제품지정의 타당성 (중기청)
∷�관계부처협의
∷�공고 : 중소기업청

∷� 공공구매정보망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마련 
및 조사원교육 등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 3년마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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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지원 내용

●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의 계약건(미확정 채권)을 근거로 무담

보·무보증 대출

● �은행의 일반대출자금금리보다 낮게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www.smpploan.com)으로 진행

처리 절차

문의처 

● �공공구매론 시스템 운영 : 02-3215-2543(한국기업데이터)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9

정부와 공공부문의 조달입찰에서 낙찰된 중소기업들이 납품에 소요되는 생산자금을 낙

찰과 동시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금융상품

입니다. 

공공구매론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에 생산자금 무담보·무보증 대출 

9-6

공공기관

계약업체 은행

공공구매론
Gateway

2. 계약정보 및 계좌고정 확인

3. 계약정보 및 신용평가정보 수신

4. 대출 실행

6. 자금 회수

1-1. 대출신청

1. 계약 및 발주

5. 대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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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공구매계획 정보와 주요 공공기관 입찰정보 제공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생산기

업 현황 정보 제공

● � 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현황 정보 제공

● � 중소기업 신용평가정보, 기업일반현황(생산, 인력, 기술 인증) 등 정보 

제공

● �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

인·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회원가입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해당)

● �해당 기술력, 기업특징의 인증 자료 사본

● �보유 면허증, 인가증 등 사본

● � 생산정보 증명 서류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공공기관 입찰 정보와 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세부 

구매계획부터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공공기관 입찰정

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구매 시장 진출의 길라잡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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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 제도

➍ 

판
로
지
원

구 분 소 유 임 대

제조업
(생산공장이 
필수인 경우)

• 공장등록시 : 공장등록증명서(3개

월 이내 발급분)

• 공장 미등록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제조, 공장)

• 공장등록시 :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

내 발급분),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료

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공장 미등록시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

대료납입증명(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건축물관리대장(용도 : 제조 또는 공장)

제조업 외
(사업장 또는작업장
이  필수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납입증명(세

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승인 요청 후 30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서류 미접수시 자동으로 

‘반려’ 조치됨

회원가입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팀 콜센터 : 1577-7531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  공장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공장이 다수일 경우 본사소재지)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기술력,기업특징

서류확인 후 승인

회원가입
(중소기업)

기업등록 승인
(중앙회 지역본부)

기업정보 입력
(실태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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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10-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10-2. 성능인증제도

10-3. 성능보험제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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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지원 내용 

● �사업 참여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

할 경우, 지방중소기업청은 해당제품의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구매를 

요청함

● �공공구매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을 모니터링하여 기술개발제품 구

매유도

✽ 2010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2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

품(EPC, GS, NEP, NET, 우수조달제품 인증 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합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구매액의 10% 이상

10-1

EPC(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 성능인증)  중소기업청에서 개발된 기술의 품질과 

생산 이행능력을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게 인증하는 제도

GS(Good Software : 우수소프트웨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우수소프트웨어에 대

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NEP(New Excellent Product : 신제품인증)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적용됨

우수조달제품 1996년부터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

달청에서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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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GSㆍNEPㆍNET 제품(이상 기술표준원), 우수조달제품(조달청), 성능인

증(EPC)제품(중소기업청) 중 하나의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

처리 절차

문의처 

●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 509-6746 대전충남 042-865-6150

부산울산 051-601-5125 강원 033-260-1611

대구경북 053-659-2233 충북 043-230-5374

광주전남 062-360-9141 전북 063-210-6420

경기 031-201-6934 경남 055- 268-2543

인천 032- 450-1132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ba.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기술개발제품
해당인증 취득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예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액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어요. 또 성능

보험가입가능 인증을 기존 EPC 1종에서 우선구매요청이 가능한 5종 모두로 확대하

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 우선구매요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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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지원 내용     성능인증제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우선구매절차는 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참조)

인증 대상 품목

● �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기술혁신형

기업 제품 등

● � 대상품목 상세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

한 시행세칙」 참조(www.smba.go.kr→정보마당→법률정보→현행고시에

서 검색)

●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처리 절차

지방중소기업청에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규격 협의
(지방청)

적합성 심사
(지방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검사 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도록 성능인증을 부여해 드립니다.

성능인증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 부여

10-2

공장심사
(지방청)

성능인증서 발급
(지방청)

성능검사
(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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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각 지방 중소기업청

소 속 연락처 소 속 연락처

서울 02�-509-6748 대전·충남 042-�865-6142

부산·울산 051-�601-5147 강원 033-�260-1643

대구·경북 053-�659-2505 충북 043-�230-5343

광주·전남 062-�360-9154 전북 063-�210-6455

경기 031-�201-6966 경남 055-268-2573

인천 032-450-1163 제주시험연구센터 064-�723-2101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ba.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성능인증은 신청에서 발
급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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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성능보험 운영 방식

● � 보험형태 : 보험료가 저렴한 보증보험 형식

● �보험료율 : 제품가액의 0.1 ~ 0.5%

● �보험 담보범위 : 제품 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 100% 전액 보증

● �보험가입 및 기간 : 공공기관과 계약전 보험사에 가입, 기간은 납품 후 1

년이며 제품인증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험가입 대상 제품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EPC, NEP, NET, GS,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

● �보험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9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기술개발인증 
취득

계약 전 보험가입예정서
계약 후 보험증 발급

공공기관과 계약 전 
보험사에 신청

중소기업이 EPC, NEP, NET, GS, 우수조달 인증받은 제품을 성능보험에 가입하면, 납품

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생긴 공공기관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성능보험제도 
납품한 기술개발제품 문제 발생시 손해배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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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부터 홍보, A/S까지
다양한 판로지원

11-1.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11-2.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11-3.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11-4.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11-5.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11-6.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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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지원 규모    9억원, 750여개 제품 홍보 예정

✽   2009년 지원 현황 : KBS, MBN, 매일경제 등 9개 언론매체 통해 750여개 제품 홍보

지원 분야    우수중소기업 제품을 선발하여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지원 대상

●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개성공단 입주기업제품 포함). IT기업은 서비

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

<우대 사항>

● �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

여하거나, KS, 특허, 실용신안 등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여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소개해 드

리는 사업입니다. 홍보를 통해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언론매체 활용 750여 제품 소개

11-1

지원이 안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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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홍보사업신청서 1부, 품질인증 관련서류, 제품심사용 설명자료 15매

✽신청양식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 02-6678-9312

● �전담정보사이트 : 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신청·접수
사전 검토

(중소기업 유통센터)

홍보(안) 제작
(매체별)

홍보상품 선정
(홍보실무 위원회)

∴ 사업실무처리 :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홍보
(매체별)

사후 모니터링
(업체)

홍보지원사업이란 제품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것인가요?

홍보지원사업의 주된 홍보매체는 공중파 방송과 약 7종의 신문, 잡지랍니다. 일반 제

품 광고와 같이 전문적인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별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주는 코너에 홍보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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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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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원 규모    9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전시회 10회, 상담회 4회, 판매전 10회 개최

지원 분야

●� 전시회 : 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료, 홍보비 전시회당 7,000만원 이내

● �상담회 : 대형유통업체 납품 및 수출을 위한 상담회, 판매전 개최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전시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중

앙회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관련 비영리 업종단체(협회) 및 기타 중소기업제

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 

•  2009년부터는 전시를 주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시산업발전법 제7조에 의해 전시사업자

로 등록하여야 함

상담회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체

● �지식경제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2010년도 국내전시회 비용을 지원

받는 주관단체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전문 

바이어와의 상담의 장을 마련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국내 전시회 개최 및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11-2

지원이 안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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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기준>

● �수출전략 및 성장유망 품목, 신기술 또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관련 전시회

● � 기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신청·접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전시홍보팀

제출 서류 

● �전문전시회 보조금 지원신청서, 전시회 개최 계획서, 보조금사용 계획서, 

서약서

✽ 신청양식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공지사항→‘전문전시회’로 검

색→서식 다운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3

●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 02-6678-9342

● �전담정보사이트(www.sdbc.co.kr)

연초

전시회 개최 60일 이전부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2월경 2월 경

전시회 개최 60일 이내

사업계획수립 및 
참여업체모집 공고

(중기청)

보조금 신청ㆍ지급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대상 선정ㆍ통보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산 및 잔금지급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류/종합심사
(선정위원회)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중소기업유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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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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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지원 규모    120여개사 (전체예산 2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5개 A/S대행사 통해 100여개사 지원

지원 분야

● �전문상담요원을 두어 제품 사용안내, 소비자 불만처리

● � A/S 대행사를 통해 제품 수리ㆍ교환ㆍ반품요구에 대한 A/S 실시

● � 참여업체가 제품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A/S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상담자료를 DB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 � A/S 비용 및 통신료 등은 업체 부담

지원 대상

● � 국내 공장에서 일반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 A/S 지원 참여가능 제품 : 가정용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A/S 지원

가능한 제품 선정

✽   현재 생활가전제품군(정수기, LCD–TV 등)과 정보통신제품군(컴퓨터, 네비게이션 등)

을 중심으로 시행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시스템을 갖추기 어

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시스템을 구축해 제품의 A/S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전국적 지점망을 이용하는 A/S 연계 시스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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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

●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등 

일회성ㆍ소모성 생활소비재 등

● � 대기업 계열기업이거나 신용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상 제품 및 업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

신청·접수     중소기업 유통센터 마케팅지원팀

제출 서류 

● �중소기업공동A/S센터 신청서, 기업현황, A/S희망제품 설명서 등

✽   신청양식 : 중소기업 공동A/S센터 홈페이지(www.askorea.or.kr)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77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6678-9321

   ▪  생활가전 관련제품 : 02-6678-9361 / 정보통신 관련제품 : 02-6678-9364

● � 중소기업 공동A/S센터 홈페이지(www.askorea.or.kr)

수시 수시 수시

참여업체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

서류/현장심사
(선정위원회)

참여업체선정
협약체결

(중소기업유통센터)
A/S서비스 제공

지원이 안 되는 제품 및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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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판
로
지
원

지원 규모    12억원(2009년 개발지원 5개, 홍보지원 8개)

지원 분야

● �공동상표개발 : 상표개발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5,000만원 한도

● � 공동상표홍보 : 예산과 지원수요를 감안하여 TV, 신문 등 광고매체를 정

하고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

✽   지원금액과 대상매체는 선정심사 후 최종 결정

지원 대상

● � 공동상표 개발지원 :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 중소

기업자의 상표 대표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을 선도하여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 공동상표 홍보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공동상표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의한 중소기업공동상표 대표자

▪  홍보지원은 정부가 개발지원한 상표 외에 자율적으로 개발ㆍ사용하

는 상표도 법적 요건을 구비하면 신청 대상이 됨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상표개발

비를 지원하고,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언론매체 홍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 공동상표 개발·홍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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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

주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지원 결정>

● �공동상표 개발·홍보지원 : 결속력, 품질통제시스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현장실태조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1~2월중 신청 접수)

신청 서류 

● � 공동상표 개발 또는 홍보 지원신청서, 공동상표사업추진계획서, 공동상

표규약서, 참여업체 재무제표, 공동상표부착대상품목, 특허청상표등록

서, 품질통제기준 및 시스템

✽   �신청양식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공지사항→‘공동상표’로 검

색→서식 다운

공동상표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이 하나의 브랜드를 마케팅 목적
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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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상표 개발지원

② 공동상표 홍보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0

●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 : 02-6678-9341 

● �마케팅정보시스템(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1월

4월

4월

11월

11월

1~2월

1~2월

3월

3월

4~10월

4~10월

사업공고
(중기청)

사업공고
(중기청)

공동상표개발업체선정
(공동상표대표자)

세부홍보계획승인
(중기청, 심사위원회)

현지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
(중기청, 선정위원회)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공동상표대표자)

완료보고 및 보조금 신청
(공동상표대표자)

신청 및 접수
(5개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청 및 접수
(5개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공동상표개발
(상표개발업체)

매체 홍보
(공동상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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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6억원, 150개사(2009년 6억원, 200개사 지원) 

✽   비용은 정부와 민간 7:3 비율(개별기업은 약 80만원 부담)

지원 분야

● �� 교육과정 운영 : 수도권,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권 등 광

역권별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4단계 프로그램 진행 예정

● �교육과정 세부 프로그램

구 분 교육명 주요내용 해당 기업

공통교육Ⅰ
마케팅전략기획

(25시간 이상)

·소비자 트렌드와 마케팅 

·마케팅총론 및 전략기획

· 시장 및 고객 분석 이해와 활용 

· STP 전략기획

· 마케팅 믹스 전략/전술 수립

1년차 

참여기업

심화교육Ⅰ
상품 및 서비스 기획 개발

(25시간 이상)

·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프로세스 

· 아이디어 개발과 컨셉화

· 상품화 및 상품개발 전략

· 신상품 출시 마케팅 전략 

· 브랜드 개발 및 히트브랜드 육성

1~2년차 

참여기업

심화교육Ⅱ
판로개척 및 활성화전략

(25시간 이상)

· 자사 및 제품 분석 

· 판로특성 분석 및 수요예측 

· 판로선정 및 개척방법 수립 

· 판촉/영업 실행 전략/전술 

· 고객관계 강화 전략

1~2년차 

참여기업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및 제품

의 진단과 교육, 컨설팅,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매년 200여개의 중소기업

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CEO 대상 맞춤형 마케팅 실전 교육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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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Ⅲ
마케팅 문제(이슈)해결

(25시간 이상)

· 사업 및 상품 다각화 전략 

· 신규(해외) 시장 개척/다변화 전략 

·고객 및 A/S 관리 

·마케팅/영업 관리 방안

·우수 마케팅/영업 조직 육성

2년차 

참여기업

● �2010년부터 ‘중소기업 마케팅 우수기업 우대제도’ 도입

▪  선정기준 : 마케팅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해 2년 과정을 수료한 기업 중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 선정

▪  우대내용 : 중소기업청의 수출·판로·금융지원 등의 사업에 우대조

치, 한국생산성본부의 타 과정 등록시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중소기업 CEO 및 마케팅담당자(2인 1조)

● � 참여기업 선정을 위하여 전문가 실사단을 구성하여 신청기업 전수조사(

실사/면담을 통한 평가)

<심사시 중점 사항>

● � 신청기업 CEO의 사업 참여의지, 마케팅 노력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전시홍보팀(1~2월 중 신청)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마케팅 실태조사서

✽   신청양식 :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공지사항→‘마케팅역량강화’로 

검색→서식 다운



192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3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73

● �중소기업유통센터전시홍보팀(www.sdbc.co.kr) : 02-6678-9341

● �마케팅정보시스템(www.bizfind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2월 2~3월 4~10월 11월

공고 및 모집
(중기청, 중소기업

유통센터)

현장실사 및 선정
(전문가pool활용)

과정운영
(지방중기청)

인증서 수여
(해당기업)

STP 전략  STP는 Segmentation(세분화), Targeting(타켓 선정), Positioning(위치)을 의미. 세그멘

테이션은 상품에 맞는 시장 세분화, 타켓팅은 상품에 적합한 시장의 선택, 포지셔닝은 타사 제

품과 비교 우위적인 요소를 가려내어 시장 내에 위치시키는 것을 말함

마케팅 믹스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

법을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구성하는 일. 마케팅 믹스는 제품 ·서비스 믹스, 유

통 믹스, 커뮤니케이션 믹스의 서브 믹스로 구성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제품에 따

라 달라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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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9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3,227개사 중 1,989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70만원

지원 분야

분 야 내 용

브이마켓·브이샵 지원

•주요 바이어에게 벤처기업 제품 소개 및 상담주선 

•종합쇼핑몰 브이샵 통한 판로개척, 홍보 지원 

•브이샵 온/오프라인 제휴몰 판매 지원 

•브이샵 입점제품 특판 지원 

•벤처 소비자 서포터즈 지원 

•우수 입점 제품 프로모션 지원 

•알리바바IPT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해외수출 지원

벤처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정기조찬 모임 및 비즈니스 교류회 개최 

•벤처비즈 플러스 자문단 운영지원 

•지역별, 업종별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

우수제품 프로모션 지원

•국내외 언론매체 대상 제품홍보 지원 

•우수제품 사전제작 지원 

•이달의 우수 벤처제품 선정 지원

상시판로 중개지원

•대기업 및 유통기업 등록코칭 프로그램 이수 지원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 지원 

•판로개척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벤처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로개척, 벤처기업 네트워크, 제품홍보 

등을 지원 합니다.

벤처마케팅 지원사업
우수 벤처기업에 마케팅 종합지원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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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정> : 경쟁력 있는 혁신 제품(기술)과 적합한 기술일 경우

● � 사업수행기업, 사업수행기업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접수 

● � (사)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venture.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필히 제출. 접수여부 유선 확인 

요망

제출 서류    제품소개서,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인증서

브이마켓, 브이샵이 뭔가요?

브이마켓(www.v-market.co.kr)과 브이샵(www.v-shop.co.kr)은 벤처기업의 판로 개

척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브이

마켓은 대기업과 유통기업, 구매바이어에게 벤처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B2B의 성

격이고, 브이샵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B2C의 성격을 갖고 있답니다.

브이샵의 경우 판매수수료도 저렴하고 벤처기업 단독으로는 입점이 어려운 옥션, 인

터파크, 11번가 등 26개 쇼핑몰과도 제휴를 맺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브이샵 입점기

업에 대해서는 특판 지원, 기업구매대행, 기업공동구매, 뉴스레터 발송 등 홍보서비

스까지 제공된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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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 � (사)벤처기업협회 마케팅지원팀 : 02-769-6724

● �전담정보사이트(www.sdbc.c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18

2.15∼2.26

1.18∼1.29 2.1∼2.12

3.2

사업 공고
(중기청)

최종선정 
(중기청/벤처기업협회)

평가심사
(벤처기업협회)

신청접수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
(벤처기업협회/선정기업)



196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197 

수출 첫걸음부터
글로벌 마케팅까지

수출�지원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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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수출지원 Q&A

외국어 전문가가 없다보니 수출 업무 계약 진행이 더딥니다. 통·번역을 지원받

을 방법이 있나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통번역센터(tong.kita.net)를 이용하시면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

이 됩니다. 이외에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비 등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내수기업의 수출기

업화 사업’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도움을 포함해서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01페이지 참조)

전통주 업체인데 이번에 복분자막걸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막걸리가 인기

라고 해서 일본에 진출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전시회 파견사업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거나, 온라인 해외마케팅까지 지원해 

드리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무역촉진단 파

견사업 참조, 368페이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참조)

최신 의류를 생산해 유럽에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져 이번에 해

외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

업이 있는지요?

해외 현지에 있는 '수출인큐베이터'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현

지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현지 법인 설립에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30페이

지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27페이지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조)

수출기업화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설립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최근 2년간

의 제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 신청이 가능한지요?

직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라면 기업 업력에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수출유망중소기업’이나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에게

는 우선 선정의 기회가 주어집니다.(201페이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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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차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수출 초보기업입니다. 좀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

출을 위해 해외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요?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도록 도와드리며, 소요비용

의 50~7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한도는 북미·유럽이 1,800만원, 중국 등 기타 지

역이 1,300만원입니다.(227페이지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참조)

이번에 SASO 인증을 갱신하는데 인증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증 받은 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 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신규로 획득하려고 하는 규격인증만 지원하므로 이미 획득한 인증에 대한 갱신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신규획득의 경우에도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

다.(213페이지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참조)

X선 제너레이터 개발 기업입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이 용량(kw)별로 정해져 있

는데, 예를 들어 A, B, C 각 모델별에 대해 동일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내용 중 A, B, C 모델 각각에 대하여 테스트와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면 3개 인증으로 신

청가능하며, 위와 다르게 A, B, C 모델이 시리즈 모델로 인증서를 하나로 발급받게 되시

면 1개 인증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213페이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부분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되어있는 듯

한데, 소상공인들도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

현재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면 규모나 업종 구분 없

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단체(소상공인진흥원 등)를 통해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등을  지원요청하시면 됩니다.(208페이지 참조)

Q

Q

Q

Q

A

A

A

A



20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12-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12-2.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12-3. 무역촉진단 파견  

12-4.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12-5.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12-6. 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12-7. 해외 포털사이트 마케팅 지원사업  

12-8.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12-9.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12-10.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12



20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 

➎ 

수
출
지
원

지원 규모    1,700개사(전체 예산 230억원)

✽  2009년 지원 전체 2,755개사 중 1,450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1,300만원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

하인 기업

● � 2009년까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에 3회 참여한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우선 선정

● � 수출유망중소기업 또는 2009년 수출중기 500-500프로젝트 선정기업 

● � 전년도 수출기업화사업에 최초 참여한 기업 중 첫 수출에 성공 또는 수출 

신장 성과가 우수한 초보기업

지원 내용

● � 수출교육, 홍보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마케팅 지원 등 4개 분

야 20여개의 사업비 90%를 1,500만원까지 지원

수출경험이 없는 초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가까이서 서

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출교육, 제품홍보, 해외시장정보, 수출컨설팅, 수출마

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첫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비 1,500만원 지원

12-1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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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내용 지원 한도

수출관련 교육

• 무역실무 기초과정 및 비즈니스 영어과정

   (중소기업인력개발원) 

• 수출기업 온라인 무역실무과정(한국무역협회)  

• 국제 비즈니스 과정(KOTRA 아카데미) 

• 글로벌 지역 전문가 과정(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교육비 90%

제품 홍보

• 외국어 카탈로그(종이·전자) 

• 외국어 기업홍보 동영상 

• 외국어 제품포장 디자인

통합한도 

500만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 해외 시장 조사(KOTRA, EC21, 민간 해외지원센터) 

• 해외바이어알선(EC21, KOMPASS, 이상네트웍스) 

   (EC PLAZA) 

개별한도 

200~300만원

• 해외신용조사

   (수출보험공사,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100만원

• 해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KOTRA) 

• 해외 상품 홍보(국내외 홍보전문지) 

• 공중파 해외광고(아리랑TV) 

•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수출보험공사)

건당 25만원  

4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수출컨설팅 • 중소기업 수출도우미(Esnet) 활용 지원 100만원

수출마케팅

• 해외 현지 네트워크 통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EC21, KOMPASS, EC플라자, GLOBAL SOURCES) 

•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마케팅

    (KOMPASS, EC21, EC플라자) 

• 통번역센터(tong.kita.net), 이용, 해외 통역지원 

• 해외전시회 및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 유명검색엔진 등록지원

   (오소, 밀리언커뮤니케이션, EC21) 

•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EC21, EC플라자)

300만원 

개별 한도 

100만원 

200만원 

700만원 

300만원 

150만원

심사 내용      제품의 수출경쟁력(수출성장성), 대표자의 수출의지, 해외마케

팅 기초역량 등 서류 및 현장방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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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 현장 실태조사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신청양식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

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9

●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붙임 참조)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세부사업 신청·승인
사업착수금 지급

중간평가
(중간평가·사업비 

중간정산)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중기청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사업계획 공고
2009. 12

신청·접수
1월 초

현장평가·진단
2월 말

지원기업선정
3월 초

설명회 설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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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청 전  화 팩  스 주 소

중앙수출지원센터 02) 761-4720∼6 02) 761-4719

(150-7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3층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2) 509-6660∼2, 

509-6664∼6
02) 509-6659

(427-72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1) 601-5161∼70 051) 341-0364

(우618-270)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633-1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 659-2241∼6 053) 626-8771

(우704-833)

대구시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단지 

첨단로 132(월암동 1111번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2) 360-9190∼4 062) 366-9671

(우502-20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1) 201-6940∼6 031) 201-6949

(우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 865-6150∼5 042) 865-6159

(우305-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2) 450-1132∼7 032) 818-8364

(우405-8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은봉로 3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33) 260-1670∼5 033) 260-1679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3) 230-5370∼5 043) 235-2494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2∼6 063) 210-6489

(우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5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0∼5 055) 262-5012

(우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지원센터)
064) 723-2101∼3 064) 723-2107

(우690-130)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 붙임 1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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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지
원[ 붙임 1 ]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웹 호스팅 

및 웹메일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중소기업관 사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웹메일 제공

12-2

웹호스팅  Gobizkorea 사업으로 제작된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공간의 웹서

버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인터넷중소기업관(Gobizkorea)은 지원된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정보 

유지보수, 웹메일 제공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지원 규모     300개사, 기업당 250만원 이내에서 홈페이지 제작 지원(전체 예

산 6억 7,000만원), 기업당 부담금 22만~30만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2,519개 중 1,562개사 지원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영어·중국어·일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지원된 홈페이지의 웹호스팅 제공

웹메일 제공 •개별업체 고유 홈페이지 주소(URL)를 활용 기업전용의 웹메일 서비스

지원 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우선선정>

● � 신청서 제출 당일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수출유망중소기업

● � 직전년도 수출실적 30만불 이상 및 최근 3년간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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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izkorea 사업에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지원사업이므로 수출가능성 및 현재 수출노력도, 그리고 수출실적 등 수출관련 

활동들을 주로 평가하며, 제조업의 경우 평가에 유리합니다. 고비즈코리아 사이트에 

자세한 평가기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궁금해요! 중기맨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유의사항>

● � 제품의 수출경쟁력(수출성장성), 대표자 중심의 수출의지, 해외마케팅 

기초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신청·접수

●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제출 증빙자료는 평가 심사시 확인

제출 서류

● � 신청서(온라인으로만 신청, kr.gobizkorea.com)

●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분)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공장등록증, 지적재산권, ISO 등 각 종 인증서(해외 인증 우대), 수출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각 1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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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사업계획 공고
'1월

지원기업선정
2월 말

홈페이지 제작

평가·심사
2월 말

수행업체선택

만족도 결과 피드백 및 
사업완료

신청·접수
2월 초

설명회

결과 통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처리 절차

문의처

●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국번 없이 ☎1588-6234

●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 kr.gobizkorea.com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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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규모    1,900개사, 업체당 1,000만원 이내 지원(전체 예산 85억원)

✽2009년 신청기업 4,239개 중 2,405개사 지원(업체당 평균 530만원)

지원 내용

● � 부스임차료 : 2부스 이내 50%(전시회에 따라 3부스까지 지원)

● � 공동홍보부스 임차료 : 1부스(최대 12㎡)이내에서 100%

● � 장치비 : KOTRA 국가별 기준단가의 50%. 단, 보석, 공예, 화장품, 패션, 

멀티미디어 업종은 80%

● �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50%(대형전시물의 경우 2CBM까지) 

● � 통역, 회선임차료, 바이어간담회, 홍보비(공동홍보물 제작 등) 지원

● � 홍보비 : 업체당 30만원 이내 정액 지불

지원 대상

●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지역단위 조직을 가진 단체도 참여가능)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기

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시부스 임차료부터 장치비, 운송료, 통역, 간담회비, 홍보

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무역촉진단 파견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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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경우

<우대지원>

● � 글로벌전략품목 주관단체, FTA 체결 및 협상 진행국이 진출대상인 경우

● � 수출초기 기업 비회원사 10% 이상 참여

● � 지방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가족친화적기업 20% 이

상 참여

<심사시 중점사항>

● � 해당국가의 시장환경, 수출유망전시회 여부, 운영계획 충실성, 주관단체 

운영능력, 전시회의 정량적 성과 및 정성적 성과 등

✽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식경제부 등 타 부처에서 지

원하는 전시회는 제외

신청·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 홈페이지(www.sme-expo.go.kr)를 통한 온

라인 신청

제출 서류

● � 한국관(공동부스) 구성 계획안,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 � 전년도 전시회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전시회 브로셔 등), 부스임차 계약서(사전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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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의 경우), 전시물품 운송료 표준단가표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

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부스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해외전시회는 관련 증빙

자료를 2009년 기준으로 제출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규모    320개사,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지원(전체예산 15억원)

✽  2009년 신청기업 764개 중 729개사 지원(업체당 300만원)

✽  e-trade시개단(인터넷상으로 상품소개, 업체당 100만원 이내)을 제외할 경우 업체당 

1,500만원

지원 내용

● �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료

● �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광고비, 기업 IR비용

● � 왕복 항공료(주관단체 1인에 限), 사전 간담회비 등 운영경비 50만원

지원 대상

●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지역단위 조직을 가진 단체도 참여가능)

<우대지원>

● � 지방·여성기업·지역특화품목, 사회적기업, 녹색·신성장기업, 가족

친화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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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사시 중점사항>

● � 주관단체 사업수행능력, KOTRA 해외무역관 또는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사전협의, 최근 3년간 파견실적, 전문업종, 수출유망·글로벌전략품목 

여부, 파견규모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해외전시 홈페이지(www.sme-expo.go.kr)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주관단체 PT자료 및 수출관련업무 수행 실적 설명 자료

● � 전년도 시장개척단 파견업체 명단 및 후속 Follow-up 실적

▪  파견 이후 현재까지 파견성과 평가자료(업체별 수출실적 등)

● �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참고 및 증빙자료

▪  상담장 및 현지 차량임차료 계약서(사전 임차의 경우), 바이어섭외

비,통역비 및 광고비 등 예산지원액 결정을 위한 각종 참고자료 첨부

▪  전시참가 희망업체 수요조사 결과

▪  상담장 임차료 등이 신청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시장개척단은 관련 증

빙자료를 2009년 기준으로 제출

PT(presentation)  프리젠테이션의 약어. 광고 캠페인 실시에 있어서 광고회사가 광고주에게 

제출하는 광고계획서. 광고주는 특정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광고 캠페인을 실시할 때, 캠

페인의 전과정 또는 일부과정에 대하여 광고 회사측에 상세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함. 최근

에는 일반 제안서, 사업계획서 설명회 등의 의미로 많이 쓰임  



212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13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1

●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28

●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

   (전시회 정보)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9

1월 초 파견종료 후

2009.12.9~2009.12.15(1주) 2009.12.30

파견 일정

사업공고
(중기청)

선정결과 공지
(중소기업중앙회)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중기청)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신청ㆍ접수ㆍ평가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주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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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800개사, 1개 인증당 최대 2,240만원까지 지원(전체예산 12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6,321개사 중 3,363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530만원

지원 내용

● � 업체당 1회 3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최대 연  3회 참여가능)

● � CE(유럽), NRTL(미국) 등 150개 제품인증 획득비용의 60% 지원

● � 지원 방식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 후 협약금액의 30%(200만원 이내)

를 지급하고, 완료보고 후 소요비용을 산정해 지급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개성공단입주기업포함)

<우선선정>

● � 수출중기육성 500-500프로젝트 기업

● � 수출컨소시엄 당해 연도 참여기업(주관단체 확인서 첨부)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이나 대표

● �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에서 신뢰도를 높여 수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수출대상 국가에

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CE, 

NRTL 등 세계 150개 인증획득 비용의 60%를 지원합니다.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인증마크 획득비용 업체당 9개까지 지원

12-4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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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

을 받은 기업

▪  2008년 이후 지원 금액 1억 5,000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

득 수 20회 이상을 받은 기업(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

획득 수에 관계없이 2억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유의사항>

● �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팅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팅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 신청서에 기재된 컨설팅기관(컨설턴트)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등

록된 것에 한함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

구 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1.29 2.1∼3.31 4.1 ∼ 5.31 6.1∼7.30 8.2∼9.30

평가·선정 2.1∼2.12 4.1∼4.16 6.1∼6.16 8.2 ∼ 8.17 10.1 ∼ 10.15

협약체결 2.16∼2.26 4.19∼4.30 6.17∼6.30 8.18∼8.31 10.18∼10.29

지원업체수(개) 400 400 400 300 300

제출 서류

●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고용인원확인 확인 서류 1부

● � 기타 기업특성 선택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 지원 업체 수는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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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➎ 

수
출
지
원✽   싱글PPM, KS, ISO, TL9000, GMP, KGMP, HACCP 등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와의 수출계약서, 

수출주문 등 바이어가 요구한 자료)

✽  중소기업글로벌 전략품목 확인서(수출컨소시엄 ‘10년 참가기업, 주관단체발행) 1부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24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사업단 : 02-860-1311~2

사업계획 공고

협약체결 

신청업체 평가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신청서 접수

인증획득 추진

지원대상업체 선정

중기청

관리기관

지방청

지방청, 
관리기관

지방청

주관기업
(컨설팅기관)

중기청
(선정위원회)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관리기관 - 주관기업 협약 체결
• 선급금 지급

•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및 지원 우선순위 결정

• 과제추진 상황 및 비용지출 확인
• 인증획득 가능성 점검 등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지방중기청에 접수

• 인증신청, 제품시험, 공장심사준비 등

• 지방청별 업체수 배정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 과제 중복, 인증획득 가능성, 비용적정성 등 심의

완료보고

인증사실확인
ㆍ출연금 지급

주관기업

관리기관

• 인증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보고

• 인증사실확인 
• 정부출연금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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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및 시장성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이 5년 이내 500만불 수출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합니다.

수출중소기업 육성 500-500 프로젝트 
500만불 수출을 목표로 종합지원

12-5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규모    100개사 선정

✽  2009년 지원현황 : 신청기업 670개사 중 100개사 선정 지원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의 수출 단계별 지원사업에 선정기업을 연계하여 지원

▪  1단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도우미, 해외심층시장 조사

▪   2단계 : 해외전시회 파견,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해외민간네트워크 

▪  3단계 : 수출인큐베이터, 글로벌브랜드양성사업

● � 수출 유관기관의 협력 지원(MOU)

✽  국민은행(대출금리 인하), 수출보험공사(수출보증 및 보험), 수출입은행(수출금융), 한

전 3개 전력사(해외 플랜트발주 등록) 등 

지원 대상

●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기업 

●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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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➎ 

수
출
지
원

중기청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 지방중기청(수출지원센터)

 사업계획 공고
(2월)

지원기업선정
(3월 말)

현장평가·진단
(3월 중)

단계별 지원

신청·접수
(3월 초)

설명회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해외진출 계획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9

●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붙임 참조)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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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컨소시엄 23개 내외(280개사), 컨소시엄당 1억 5,000만원 이내    

(전체예산 30억원)

✽    2009년 지원현황 : 컨소시엄 20개(280개사), 업체당 평균 1,000만원

지원 내용

● � 수출 컨소시엄별 1억 5,000만원 이내, 사전준비·사후관리단계는 70%, 

현지활동 단계는 100% 이내에서 지원, 전시회 연계시 2억원까지 지원

● � 사전준비 : 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및 유통망 발굴, 사전홍보 등

● � 현지활동 : 해외로드쇼, 수출상담회 등 타깃시장 현지마케팅 활동 추진

● � 사후관리 : 바이어 초청·관리, 수출계약 협상 등 사후관리

✽    수출컨소시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 붙임 참조

지원 대상

● �  글로벌전략품목(52개 품목 지정)의 주관단체로 선정된 28개 단체(지역 

조직을 가진 단체들도 참여 가능)

<유의사항>

● �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구조고도화계획의 우수성, 글로벌 전략품목 수출증

가율, 컨소시엄구성 글로벌전략품목수, 수출컨소시엄 준비성, 타깃시장 공

동개척활동계획의 우수성, 컨소시엄 단계별 이행여부, 주관단체 역량

수출주력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글로벌 유통체인(Wal 

Mart 등) 및 다국적 기업(GE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글로벌전략품목 수출컨소시엄
컨소시엄별 해외시장 개척비 1억 5,000만원 지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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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수
출
지
원신청·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 포털(www.sme-expo.go.kr)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 신청공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수출컨소시엄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 수출컨소시엄 구성·운영 계획서 1부

● � 보조금 입금계좌 신고서 1부

● � 통장(신규 개설 통장에 한함) 사본 1부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법령정보→사업공고문에 첨부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1

●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진흥부 : 02-2124-3226/28

●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초기화면 상단(전시회 정보)

2009. 12. 9~12. 15 컨소시엄별 현지파견일정 컨소시엄별

신청ㆍ접수 및 
주관단체 선정
(중기청, 중앙회)

업체모집
(주관단체별 모집)

현지 파견활동
(주관단체, 참여기업)

사후정산 및 관리
(중기청,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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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수출컨소시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 주관단체 운영비(구성운영 단계)는 1,000만원 한도로 제한

단계 보조금의 집행항목 비율 비고

사전
준비
단계

타깃시장 조사
(사전답사 포함)

100%
주관단체 1인(항공료, 출장비 限)
•공무원(5급) 기준, 조사결과는 포털사이트 게재(필수)

해외마케팅·홍보 70%

외국어공동홍보물
제작

70%

해외시장 개척 
컨설팅

70%

바이어초청비용
(사후관리 단계준용)

인정비율
전년도 연계 바이어 초청 또는 사전바이어 초청 필
요시

현지
활동
단계

전시·상담장 임차

100%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전시·상담관련 기자재 임차료 포함

전시·상담장 장치 해외 상담활동기간에 한함

차량 임차

현지바이어 
발굴·매칭

상담·통역

물품운송료 전시·상담물품에 한함

전시·
상담소모품구입

컴퓨터·전화기등자산취득용제외

현지마케팅 홍보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사후
관리
단계

초청바이어 항공료 50%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1명 기준

초청바이어
국내활동비

20만원/일 국내상담활동기간에 한함

상담장·차량 임차

70%

통역은 통번역센터 활용

바이어 신용조사비 수출보험공사 활용에 한함

수출전문가 컨설팅비 중소기업 수출도우미에 한함

구성
운영
단계

주관단체 항공료, 
출장비

100% 공무원(5급) 출장 기준

간담회비(국내/국외)
5만원/
업체

컨소시엄 구성·운영회의 포함

통신비 100% 현지 파견기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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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지
원[ 붙임 ]

수출컨소시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및 한도

지원 규모     120개사, 기업당 1천만원 이내에서 개별기업 홈페이지의 검색

엔진 상위등록을 지원(전체 예산 12억원), 업체 부담금 100만원

지원 내용

● � 참여업체 홈페이지 구조, 컨텐츠, 프로그래밍 요소, 방문경로 등 분석

● � 경쟁사 벤치마킹 및 마케팅 키워드 발굴

● � 홈페이지 구조, 디자인, 프로그래밍, 컨텐츠 등 최적화 작업

● � 해외 유명검색엔진(구글), 동종 업종 포탈사이트, WIKI 등 등록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의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신청·접수      Gobizkorea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접속 →검색엔진 마

케팅 메뉴 선택

참여기업의 홈페이지를 Google, Yahoo 등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포털사이

트에 일정기간 상위등록하는 서비스로 키워드 세부분석, 웹사이트 수정 등 검색엔진최적

화(SEO) 방식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포털사이트 마케팅 지원사업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12-7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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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신청서(온라인으로 신청, kr.gobizkorea.com)

●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분)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수출관련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공장등록증, 지적재산권, ISO 등 각 종 인증서(해외 인증 우대), 수출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인증서(해당기업) 각 1부.

● � 최근년도 재무제표

처리 절차

문의처

● � 고비즈코리아(kr.gobizkrea.com) 고객지원센터 : 국번 없이 ☎1588-6234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중소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사업계획 공고
1월

지원기업선정
1월

검색엔진 등록

평가·심사
1월

수행업체선택

만족도 결과 피드백 및 
사업완료

신청·접수
1월

선정기업 교육

결과 통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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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지
원

지원 규모    60개사, 6천만원 또는 1억원 한도(전체 예산 33억원)                           

▪  브랜드 개발, 브랜드 마케팅 중 1개사업 참여 : 정부지원 70%(6천만원 

한도), 기업부담 30%

▪  브랜드 개발, 브랜드 마케팅 모두 참여 : 정부지원 50%(1억원 한도), 

기업부담 50%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109개사 중 41개사 지원, 업체당 4,600만원

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공통

기초조사 •브랜드 경영환경 분석 및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작성

브랜드전략

•국내외 경쟁사, 소비자 분석을 통한 브랜드 비전 확립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브랜드 자산구축을 위한 브랜드 경영관리시스템 설계

브랜드 개발
•브랜드 네이밍 개발

•브랜드 기본ㆍ응용디자인 개발

브랜드 

해외마케팅

•해외 마케팅 Tool 기획 및 개발

•해외마케팅 실행(광고, 온라인마케팅 등) 및 관리

해외 시장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품질 경쟁력을 갖췄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부족

해 제품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브랜드 개발부터 해당 브랜드

의 해외 마케팅까지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수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까지 지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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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전년

도 수출액 300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한류현상과 관련한 우

리나라 고유 전통제품 제조기업은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액 200만불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재무평가, 수출실적 및 추이, 기술경쟁력, 브랜드 경영 추진 준비도, 지원효과, 기술경

쟁력 등을 중점평가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

지급, 부도,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및 국세 체납중인 자, 지식경제부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브랜드 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  기업이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라는 브

랜드에 대한 연상 혹은 이미지 즉 브랜드 정체성으로 브랜드명, 브랜드 개성 및 이미지 등을 

포함

브랜드 포지셔닝  소비자의 기억 속에 기업이 원하는 느낌을 남기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말함.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이름을 짓거나 소비자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

는 홍보활동 등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함

브랜드 네이밍  회사나 제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환경분석을 통하여 오랫동안 소비자

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을 만들어 주는 것. 미원이 화학조미료라는 이미지를 없애

기 위해 청정원으로 브랜드명을 바꾸어 건강과 웰빙의 느낌을 소비자에게 심어주었던 것처럼 

브랜드 네이밍은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객 혹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하기 위한 광고, 판촉, 대인, 판매 활동이나 홍보 등의 포괄적인 활동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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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초보에서 글로벌까지 다양한 수출활동 지원

➎ 

수
출
지
원신청·접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약서, 사업자 

등록증, 기타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붙임 참조)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1

●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팅사업처 : 02-769-6724/6

● � KOTRA 시장전략팀 : 02-3460-7273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초기화면 수출지원사

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중기청

중진공, KOTRA→중기청 사업수행사↔참여기업

중진공, KOTRA 브랜드운영위/ 중진공·KOTRA

사업수행사↔참여기업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후평가, 결과보고 및 정산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

Matchmaking 및 
사업계약체결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사ㆍ지원업체 선정

사업 진행

브랜드 성공전략의 출발은 바로 
고객에게 단일하고 명료한 연상
을 일으키도록 하는 브랜드 컨셉 
개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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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서약서 포함)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1부

③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및 국세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출력

자료에 한함) 각 1부

④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에 한함) 각 1부

  •재무제표 제출과 별도로 국세청 전자신고파일 온라인으로 반드시 제출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분 불인정

⑤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또는 은행 확인분) 각 1부

⑥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인증서(해당기업) 각 1부

⑦ 약도(교통수단, 주변지리정보, 주차가능여부, 담당자연락처 등 기재) 1부

※  세무관련자료중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가능한 서류는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가입 후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신청서 등 첨부서류 우편제출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선경 앞

재무제표 
온라인

제출방법

1.  원활한 평가를 위해 최근 3개년도(’06년, ’07년, ’08년) 재무제표를  국세청신고용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 업체는 제출 필요 없음)

2.  온라인 제출센터(www.sbcfind.co.kr, Find System)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원활한 진

행을 위하여 세무대리인(담당 세무사)에게 제출협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체 국세신고 업체의 경우 직접 제출)

3.  상세절차는 온라인제출센터 Helpdesk(안미란 외, 02-3279-6500)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온라인 재무자료 접수는 국세청신고 전자파일에 한하며,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단순히 엑셀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방
문시

제시서류

< 별도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장방문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① 회사소개서, 카탈로그, 조직도 등

② 기업부설연구소 인가서(해당기업)

③ 산업 및 지적재산권, 규격표시 인증서, 기타 인증서류 등 (해당기업)

  •특허, 실용신안, 의장, 프로그램등록

  •ISO,KS,JIS,UL,CE등 국내외 규격, Q마크 등 품질인증

  •KT,NT,EM,IT,GH등기술인증,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서

  • PL교육·컨설팅 수료증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 우수제품으로의 선정 등 입증자료

[ 참고 ]

신청시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시 제시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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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수
출
지
원[ 참고 ]

신청시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시 제시서류 목록

지원 규모    250개사, 기업당 1,800만~1,300만원 지원(전체 예산 54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577개사 중 320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1,400만원

지원 내용

● �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팅, 마케팅 회사 등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

고 지원 대상 업체와 매칭, 소요 컨설팅 비용의 50~70% 지원

● � 지원한도 : 북미, 유럽 등 1,800만원 / 중국 등 기타 지역 1,300만원

분 야 내 용

수출지원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수립 및 현지지원

유통망ㆍ조달 ·현지 컨설팅사 및 세일즈 렙 활용, 홈쇼핑 등 온라인망 진출

해외투자지원 ·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 현지법인설립지원

기술이전 ·기술제휴(공동개발, 라이센싱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벤처캐피탈 연계, 현지투자 상담회 참가지원

해외홍보지원 ·해외광고대행, 해외홍보전략 수립

지원 대상

●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 중

소기업

해외 현지 경험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현지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지

원해 드립니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해외 현지 컨설팅 서비스 이용료 70%까지 지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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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선정>

● � � 수출중기육성 500-5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 � 기업 또는 대표가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제조업 전업율이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단, 중소기업청으

로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식 서비스업으로 분

류된 중소기업은 예외

<유의사항> 

● � � 참여기업 선정 시 해외진출 계획이 구체적이고 개척의지가 확고하며, 컨

설팅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점 심사

신청·접수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 온라인 신청서(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요청서) 작성 후 업로드, 신용정

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인증 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

지원이 안되는 기업

선정기업 평가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해외시장 개척에 대
한 의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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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93

●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팅사업처 : 02-769-6725

●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

4~11월

2009.10

4~11월

2009.12~2010.1

12월

3월

12월

사업계획 수립
(중기청ㆍ중진공)

개별 컨설팅 추진관리
(중진공)

민간네트워크
모집ㆍ평가

(중진공)

보조금 집행
(중진공)

지원업체
모집ㆍ평가

(중진공)

민간네트워크별
실적평가

(중기청ㆍ중진공)

민간네트워크와 
선정업체 계약

(해외민간네트워크ㆍ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등 
사업성과분석

(중기청ㆍ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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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

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시 임차료 감면

12-10

지원 규모

● 257개 기업 입주실(11개국 17개 지역)

✽    미국(뉴욕, 시카고, 워싱턴, LA), 브라질(상파울루), 독일(프랑크푸르트), 일본(도쿄),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조우, 청두), 베트남(호치민), 싱가포르, 러시아(모스크바), UAE(두바

이), 인도(뉴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지원 내용

● �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ㆍ인터넷전용선 제공

● � 마케팅전문가, 법률ㆍ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팅

● � 정보제공 및 마케티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정착을 위한 서비스ㆍ행정지원

지원 대상

●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코자 하는 제조업 전

업율 30% 이상의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

어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제품의 현지 시장성, 현지진출 준비 상태, 기술경쟁력, 파견예정자 능력, 수출인큐베이

터 지원 효과 등을 중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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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폐업중인 기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 법

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

신청·접수

●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증빙자료는 온라인 신청 후 우편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입주활동계획서, 최

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택스 출력분)

✽    수출실적증명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

격자료 등은 해당기업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1

● �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팅사업처 : 02-769-6955~7

●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www.sbc-kbdc.com)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입주신청ㆍ접수
(중진공)

심의ㆍ선정
(심의위원회)

해외시장성 평가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KOTRA, 중소기업)

신청기업 현장실사
(중진공)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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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⑤ (주)콤슨테크놀로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출혈경쟁�치열한�국내보단�해외서�승부�보자’

2009년 3월 경 중기맨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전화 문의가 있었나 봐요. 메모를 보니 ‘

콤슨테크놀로지-수출지원 시책문의’로 돼 있더라구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 전

에 신청 업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신속하게 조언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겠지요? 중기맨은 인터넷으로 회사명을 검색한 후 홈페이지(www.komsn.com)를 찾아 

이곳저곳을 클릭해 보았답니다.

중기맨이 알아본 결과, 콤슨은 2002년 9월에 설립된 재활 공학 전문 벤처기업이었어요. 

전동 휠체어와 수동 휠체어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의수족 전문 기사를 두어 장애인들의 의

수족 피팅센터도 운영중이었지요. 

서둘러 콤슨 담당자와 전화를 연결해 알아본 결과, 수출 시장을 개척하려 하는데 지원받

을 수 있는 시책이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담당자와 미팅을 하다보니 이 회사의 또 다른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2002년 사업 초기 

방송 송출장비를 제조, 판매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확대되면서 장애인 노약

자 대상의 재활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2006년에 사업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

데 곧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답니다. 당시에는 휠체어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드물었는

데 이유는 20% 가량 저렴한 중국과 대만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네요. 

그래서 콤슨은 용단을 내리게 되지요. 좁은 국내 시장에서 출혈 경쟁을 하느니 힘들더

라도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요.

담당자가 중기맨을 찾아오던 날도 콤슨의 정인창 

대표는 해외 출장중이었어요. 정 사장의 진두지

휘 아래 콤슨은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고, 코트라

(KOTRA)의 시장개척단에도 참가해 미국과 유럽 등

지의 시장 문을 두드렸답니다. 또한 성남산업진흥재

단이 이탈리아와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에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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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2008 성남시 유럽 의료기기 수출 로드쇼’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

았지요.

수출단계별 패키지 지원 받아 수출 실적 ‘쑥쑥’

중기맨은 콤슨에게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추천했어요. 이 사업은 자력으로 수

출 능력이 부족한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교육, 해외시장 정보 제공, 홍보, 해외 마케팅 등 

수출 초기 단계 툴을 기업의 상황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예요. 

수출 기업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콤슨에게 중기청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2009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인터

넷 홍보와 해외 전시회 카탈로그 제작, 해외 전문잡지 홍보, 현지 통역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이 마무리된 2009년 12월 현재, 그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업에 참여한 덕에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문의를 받은 곳만 100군데 이상이고, 이집트 

업체에는 휠체어 스쿠터 5만 달러어치 납품계약도 체결했다고 해요. 내수기업의 수출기

업화사업은 초기 연도에 얻은 실적이 좋으면 2010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수출 기

업으로의 변신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이 회사 담당자의 말이에요.

또 쿠웨이트에도 연간 10만 달러어치를 납품하게 되었고, 캐나다 업체로부터는 새 제품 

개발 지원금을 받는 것은 물론, 2010년부터는 연간 50만 달러어치를 5년간 발주하기로 

하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해요. 

정인창 대표는 수출을 위해 한 달에 2회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열혈 수출맨이예요. 이 정

도 피와 땀이라면 재활공학 전문기업을 향한 콤슨테크놀로지의 꿈이 이뤄지는 것도 시

간문제일듯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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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재도약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창업·사업전환

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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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공창업 엔진, 맞춤형 창업 서비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253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256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    258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261

13

아이디어, 기술만으로 시작하는 창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239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241
대학생 창업지원단 지원사업    243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개발비 지원   245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247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249 

15
창업의 산실, 창업교육·보육센터 

대학 창업강좌 지원     265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267
기술창업학교 지원     269

16
전문가 컨설팅 통해 성공적인 사업전환 

사업전환 지원사업     271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274
가업승계 지원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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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창업·사업전환 Q&A

창업동아리 회원수가 5명에 불과해 동아리 결성이 어려운데 학교에서는 창업동

아리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요.

학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창업동아리 우수창업아이템 개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

시면 됩니다. 지난해에도 동아리당 평균 500여만원이 지원되었어요. 또 우수 아이디어나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직접 창업이 가능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

업,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245페이지 참조)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입니다. 교양과목으로 창업강좌를 개설할 계획인데 강

사료나 실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창업 강좌에 대해 외부강사료, 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 강좌를 신청할 경우 강좌당 800만원, 1개 강좌를 신청할 경우 600

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265페이지 대학 창업강좌 지원사업 참조)

2007년 3월 설립된 장난감 블록 업체인데 추가로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본

사가 지방에 있어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네요.  

2007년에 설립되었고 지방 소재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투자금액의 10% 이내에서 보조금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53페이지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참조)

10년간 건설업을 운영했는데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일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을 축소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려는 중

소기업에게 융자자금, 컨설팅,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저리로 대

출해 드리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지원, 세제·고용안정 등 기타 지원들이 있습니다.(271페

이지 사업전환 지원사업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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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나는 필름, 즉 필름모양으로 생긴 투명 스피커를 사업화해보려고 하는데 시

제품 제작부터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

를 발굴해 상품화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자금조달 등을 연계지원해 드린답니다.(239페

이지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참조)

인쇄업을 하다가 업종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인쇄기계와 공장을 매각할 계획인

데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유휴설비정보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www.findmachine.or.kr에 접속한 후 해

당 품목을 등록하세요.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거래가 가능합니다.(274페이지 유

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참조)

지방의 4년제 대학입니다. 전문적인 창업강좌를 개설할 계획인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관련 교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2~3학점 인정)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강좌당 8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창업 비즈니스 플랜 작성 등 실무 강좌와 중소기

업 현장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265페이지 대학 창업강좌 지원 참조)

창원에서 된장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는데 상속

이나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업 승계시 세제감면 혜택 같은 것은 없나요?

가업승계 전략과 상속·증여방안,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컨설팅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2주 정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됩

니다.(275페이지 가업승계지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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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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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기술만으로
시작하는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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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275억원, 600개사, 기업당 4,500만원 이내(전체 예산 27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2,241개사 중 612개사 지원, 업체당 4,000만원

지원 분야

● � 아이디어 발굴, 시제품 제작, 소비자 반응평가, 자금 조달 연계 등을 지원

●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지

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 예비창업자 등은 본인 부담금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가능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이내의 창업초기기업

● � 사업완료 후 정형화된 결과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절차 및 완료에 대

한 구체적 입증이 어려운 과제(소프트웨어 자체, 물질, 재료, 식품, 

약품, 비즈니스 모델 등)

●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예) 발명진흥회의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등

● �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총괄책임자 등)

●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등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이 보유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제품 제작

에서부터 소비자반응평가, 마케팅, 자금조달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이 필

요없이 즉시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또는 개발완료된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합니다.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아이디어 하나면 창업자금 ‘팍팍’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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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접수

●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청 서류

●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게시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010년 1월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01

▪  제조분야 : 중소기업진흥공단(031-496-1050)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054)

▪  지식서비스분야(1인창조기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내용은 별

도 공고문 참조

● � (사)창업진흥원 : 042-867-0254, 0255

중기청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중기청·주관기관

사업계획공고

소비자반응조사

접수·선정

사업화기획 및
자금조달연계

창업 및
시제품제작 지원

생산안정화
및 마케팅 지원

우수과제선정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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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200여명, 1인당 4,000만원 이내(전체예산 494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인 1332명 중 818명 지원, 1인당 3,500만원

지원 분야

● � 창업준비에 필요한 창업교육, 멘토, 상품화제작비, 정보활동비 등을 지

원하되, 시설 및 사업장 구입 등 자본경비,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 �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예비창업자당 5,000만원(

녹색 등 신성장동력 분야) 또는 3,500만원(일반 기술분야)을 지원하고 나

머지 비용은 예비창업자 등이 부담

● � 예비창업자는 본인 부담금 중 10% 이상(단, 대학생은 5% 이상)은 현금으

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현물 부담 가능

지원 대상

● �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퇴직자 등 예비 기술

창업자

● � 지원 조건 : 사업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대학, 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예

비 기술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가 원만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대학 및 연구소들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우수기술로 지원받는 창업준비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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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중인 자 등

신청·접수 

●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창업정보

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통한  접수

✽  2010년 1월 말 창업진흥원 홈페이지(www.ikedi.or.kr), 창업넷(www.changupnet.go.kr) 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주관기관 선발 명단 및 게시 예정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처리 절차

신청 기간    1차 : 2010.1.28 ~ 2.10 /  2차 : 2010.3.11~3.22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1, 8920

● � (사)창업진흥원(www.ikedi.or.kr) : 042-480-4363, 4364, 4365

2009.12월

12월

1월 1월 말~2월 초

3∼11월

사업공고
(중기청)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지원
(창업진흥원)

예비 기술창업자 모집
(주관기관)

사업성과 평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모집 및 평가
(지방중기청)

상품제작 및 창업준비
(예비창업자, 주관기관)

지원이 안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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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5개 대학생 창업지원단 지원, 기관 당 약 8,000만원(전체 예산 

12억원)

지원 분야

● � 대학창업강좌 운영비, 창업동아리 운영비, 학내 창업경진대회 개최비, 창

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비, 홍보비, 운영비 등

● � 주관기관 선정 : 대학생 창업지원단 개설 의지, 창업 교육 관련사업 수행 

경험, 보유 창업동아리수 등 제반요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주관기관 선정

(지방청 심사 후 본청 추천)

● � 사업지원자 선정 :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및 창업강좌 지원사업에 적합한 

대학 예비창업자를 주관기관(해당대학)에서 모집 및 선정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 � 동 사업과 창업강좌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동 사업

에 선정되는 경우 창업강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불가

● � ‘대학 취업지원센터 창업전담인력 지원사업’의 창업전담인력 채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대학

대학이 창업지원단을 운영하여 창업동아리 및 창업강좌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지

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신규도입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생 창업지원단 지원사업
대학의 자율적인 창업지원단 운영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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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010. 1 ∼ 2월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79, 8904

● � (사)창업진흥원 : 042-480-433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4월

2월 3월

12월

주관기관 신청·접수
(창업진흥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지방청·창업진흥원)

창업동아리 및 창업강좌 
지원자 모집·선정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모집 및 평가
(지방청)

점검 및 평가
(지방청·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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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55개 창업동아리, 동아리당 1,000만원 한도(전체예산 3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동아리 218개 중 120개 지원, 동아리당 500여만원

지원 분야

● � 사업비 지원 : 창업동아리의 창업아이템을 평가·선정하여 창업동아리

당 1개 아이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300만~1,000만원으로 

차등 지원

● � 지원금액은 아이템개발에 필요한 개발비 및 운영비에 사용

▪  연구개발비 (70% 이상) : 시제품개발 및 제작비, 시료구입비, 직접개발

비, 교육훈련참가비, 멘토비 등

▪  운영비 (30% 이내) : 소모성물품(프린터토너 등) 구입비, 통신비, 우편

요금, 동아리 운영경비 등(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제외)

지원 대상 

● � 사업화 가능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동아리

▪  대학생 : 대학 총장·학장,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은 창업동아리

▪  고등학생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동아리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창업아이템 개발을 지원합

니다. 창업동아리의 창업아이템에 대해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개발비 지원
최고 1천만원까지, 대학생 ‘창업 꿈’ 실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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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절차 

●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접수    

● � 1차 서류심사 : 신청자격 등 요건 심사(지방청)

● �  2차 발표심사 :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지방청 심사 후 본청 

추천)

● � 종합 최종선정 : 1차,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위원회 개최/

본청

제출 서류     창업아이템개발신청서 1부, 창업동아리 소개서 1부, 창업동아리 

회원명부 1부,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서 1부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월중 별도 공고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79, 890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3월

4월 초 8∼11월

3월 말 4월 초

4월 중순

신청·접수
(지방청)

지원동아리  선정·공지
(본청, 창업진흥원)

2차 발표심사
(지방청)

점검 및 평가
(지방청, 창업진흥원)

1차 서류심사
(지방청)

지원금 지급 및 관리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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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48개팀, 팀당 3,000만원 이내(전체 예산 7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382개팀 참가, 44개팀 선발

지원 분야    시상 및 포상 :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 및 중소기업청장상

시상 구분 시상 등급 시 상

부문 통합

(3)

대상(1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3,000만원

최우수상(2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2,000만원

학생부

(20)

우수상(8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800만원

장려상(12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300만원

일반부

(25)

우수상(10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800만원

장려상(15팀) 중소기업청장 상 및 상금 300만원

● � 예비창업교육 : 경진대회 본선 선발팀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

여 체계적인 창업준비 지원

● � 사업화 지원 : 수상자에 대해 창업교육, 특허출원 및 기술평가 지원, 해

외연수 등 지원

지원 대상

● � 학생부 :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재학생

● � 일반부 : 학생을 제외한 모든 예비창업자

일반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벤처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창의적이

고 우수한 벤처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부문통합, 학생부, 일반부로 나눠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됩니다.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3천만원을 잡아라’ 대학생·일반인 누구나 도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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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

● � 신청은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누어 모집하되 학생부의 경우 대학 자체 창

업경진대회 수상자는 본선 진출자로 인정

신청·접수 

● � 온라인(www.changup.go.kr) 신청

   ✽ 1차 평가(지방청) 및 2차 평가(서면·발표심사) 등을 거쳐 총 48팀 선발

   ✽ 기술성, 사업성, 창의성, 경영 및 재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재학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010년 3월 2일(화) ∼ 3월 31일(수)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20

● � (사)창업진흥원 : 042-480-4333

2009.12

7월 8∼10월

3월 5∼6월

8월

사업공고
(중기청)

2차 선발
(심의위원회)

1차 선발 및 창업교육
(창업진흥원)

사업화 지원
(창업진흥원)

신청자 모집
(지방중기청)

수상자 선발 및 시상
(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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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과 관련해 정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사설립

을 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의 전산망을 통합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

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재택창업시스템 운영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창업

13-6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회사설립 기본정보 
입력

은행 잔고증명서 
발급신청

등록세 신고 및 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 내용

● � 상호검색에서부터 4대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신청

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 지원 

▪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 

   ✽   연계기관(5개)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안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금융

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 연계시스템)

● � 서비스 개시일 : 2010. 1월 중(예정)

사용방법     시스템 사이트(www.startbiz.go.kr)에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를 등록한 후 회사설립 관련 기본정보 입력 등의 절차 진행

온라인 회사설립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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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창업,�중기�지원시책으로�‘날개’�달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창업에 관심을 갖는 대학생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어

요. “창업은 돈이 적을수록 좋다”, “창업을 하려면 아이템, 자본, 마케팅 등 몇 가지 중요 

요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등등 성공 창업을 조언하는 얘기도 무수히 많답

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성급한 창업을 말리는 데는 모두 한 목소리인 것 같네요. 이에 대

해서는 중기맨도 같은 생각이랍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한 도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대학생 창업자 박미

영 대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곧 망할 거야” “빚만 지게 될 텐데”라며 그의 창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진화를 거듭해온 그의 노력에 박수를 쳐

주고 싶거든요.

박미영 대표는 현재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광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원이랍니다. 

같은 대학 5명의 친구들과 2008년 11월 설립한 회사의 로고는 ‘%g’. 이 기호를 보고 ‘프로

그램’이라는 회사명을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로고 만큼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것이 이 회사의 ‘실타래’ 서비스예요. 블로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실(Seal)’이라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달아 자기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요. 같은 실을 달고 있는 블로거들과는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답

니다. 어때요? 획기적이죠?

이 아이디어는 2007년 제8회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상을 받고 1,000만원의 상금을 거머쥐게 한,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회사를 있게 한 귀

중한 보물이랍니다. 

벤처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화려한 ‘데뷔’, 학생신분 창업은 쉽지 않아

박 대표는 벤처창업경진대회 이후 실타래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창업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국민대에서 재학생 신분으로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⑥ 프로그램 -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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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대요. 프로그램 식구들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알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동분서주하는 이들의 노력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일까요? 2008

년 초 이례적으로 동아리들이 모여 있는 복지관 건물의 창고를 사무실로 내주었던 거에

요.

프로그램과 중기맨의 인연은 2008년 12월 박 대표가 실험실창업(2010년부터 '예비기술

창업자육성사업'으로 명칭 변경) 지원을 신청하면서부터예요. 이 사업은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의 연구결과물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단계별로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랍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과 서비스 개발 

등에 소요되는 3,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요. 여기에 사업화 역량을 갖

춘 예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 아이템 개발비 지

원’ 사업에도 선정되어 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실타래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 가장 큰 히트작은 첫 번째 마케팅 프로그램이었던 독도씰

(Seal)이래요. 7일 만에 3,000명의 블로거가 달게 되는 성과를 냈어요. 현재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환경부, 파스텔뮤직, 민트페이퍼, 아름다운 재단 등 더 많은 회사/단체

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요란하게 시작됐다가 먼지처럼 사라져 가는 IT 서비스가 참 많지요. 대학생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사무실을 낸지 2년이 지났는데도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하며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중기맨은 그저 대견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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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 엔진,
맞춤형 창업 서비스

14-1.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14-2.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14-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

14-4.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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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450여개사, 기업당 10억~15억원 한도(전체예산 1,00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448개사 창업기업 지원, 지원요건 충족시 지원

지원 분야

● � 비수도권지역의 제조업 창업 촉진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거나 설비 또

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5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

▪  � 2007~2008년 창업기업 : 투자금액 10% 이내(중기청 9%, 지자체 1% 매

칭), 10억원 한도

▪  2009년 창업기업 : 투자금액 15% 이내(중기청 14%, 지자체 1% 매칭), 

15억원 한도

▪  지원결정 후 보조금으로 50% 지급하고 1년 경과 후 나머지 50% 지원

지원 대상

● � 2007년∼2009년 기간 중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으

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창업기준 일자 :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비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창업투

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장건축, 설비 또는 기계 구입에 5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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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투자관련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사업자인 

경우), 은행통장 사본(보조금 수령용)

처리 절차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문의처 

● � 각 지방중소기업청 : [붙임] 참조

● � 창업정책정보 : www.changupnet.go.kr

①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인 기업.(단, 임대 공장의 경우 임대비용을 제외한 생산 및 연구설비, 기계류 

등의 구입을 위하여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

    ※  지원 제외 : 공장부지 매입 및 임대비용, 공장 및 설비, 기계류의 임대비용, 

사무기기류 구입비용 등

②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③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

장규모 500㎡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매출액이 있는 기업

시·도 → 지방청 지방청주관

보조금 신청
(지자체, 지방청)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지자체, 지방청)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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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및 접수처

지자체 부서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기업유치과 051-888-3106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4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401

경상북도 기업지원팀 053-950-3587

광주광역시 산업진흥과 062-613-3814

전라남도 기업유치과 061-286-5121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 042-600-2232

충청남도 투자유치담당관실 042-220-3896

강원도 기업유치과 033-249-3722

충청북도 기업지원과 043-220-3313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3

경상남도 기업지원과 055-211-2755

제주도 기업사랑과 064-710-2522

각 지방 중기청 문의

소속 부서 전화번호

부산·울산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57

대구·경북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17

광주·전남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1

대전·충남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22

강원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7

충북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전북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3

경남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15

[ 붙임 ]

창업투자보조금 사업 신청·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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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600개사 내외, 기업당 420만원 이내(전체예산 2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2,181개사 중 805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360만원

지원 분야

● � 과제별 컨설팅비용의 70% 지원

● � 과제별 지원한도

▪  � 사업성 검토 : 400만원   

▪  � 창업절차 대행 : 200만원

▪  � 창업공장설립 대행 : 500만원   

▪  � 경영, 기술지도 : 500만원

▪  � 사업화컨설팅 : 800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창업자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자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 설립,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

제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최대 800만원까지 컨설팅비 지원

14-2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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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청·접수 :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신청 기간    반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06

●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팅협회 : 042-256-1070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초 반기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 공고
(중기청)

협약체결
(컨설팅사, 선정자,

주관기관)

컨설팅 신청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컨설팅 실시
(컨설팅사)

선정평가
(지방중기청)

중간/완료점검
(지방중기청)

컨설팅사 선정
(선정사)

정산 및 잔금지급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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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3개 기관 내외, 기관당 25억원 한도(전체 예산 7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관 5개 중 4개 지원, 기관당 평균 18억 7,500만원 

지원 분야

● � 기반조성에 필요한 토지공사, 전기·통신망, 상·하수도공 등과 입주기

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험장비 및 생산장비 구축비용 지원

● � 사업비 지원 :정부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대학·연

구기관별 최고 2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기관이 부담

✽    대학·연구기관은 본인 부담금 중 5%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현

물로 부담 가능

지원 대상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희망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 지원 조건 : 대학·연구기관의 교지 및 부지내에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을 조성하는 경우. 단, 대학·연구기관의 별도 소유 부지는 제외

● � 지정 요건 

▪ 전체 부지 연면적에 대한 지정면적 비율이 30% 이하

▪ 지정면적이 3,000㎡ 이상

▪ 집적지역 개발계획이 타당할 것

신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에 필요한 토지공사, 전기·통신망 등의 인프라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시험장비 및 생산장비 구축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
신기술창업을 위한 인프라 조성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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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적지역 지정 불가 지역 : 전용주거, 유통산업, 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구

● � 해당기관별 현물투자시 부동산(공시지가 우선), 건물, 장비 등에 대

한 감정평가 필요

● � 대학 설립 인가시 사전환경영향성 평가 실시 여부 확인

● � 필요시 원활한 집적지역 조성 및 창업·벤처기업의 입주와 공장설

립을 위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 서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사업계획서, 집적지역 위치도 및 지적도, 토

지 등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필요시) 입주예정기관 확약서 및 

지자체 추천서

처리 절차

확인이 필요한 사항

2009.12

5월

1∼4월 5월

6월

계획수립ㆍ공고
(중기청)

협약체결
(중기청/대학/연구기관)

심의ㆍ선정
(심의위원회)

사후관리 및 정산
(중기청ㆍ창업진흥원)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대학ㆍ연구기관→지방중기청)

사업비 교부
((사)창업진흥원)



26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61 

신청 기간    2010년 1∼3월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9

● � (사) 창업진흥원 : 042-481-435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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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규모    2,000억원(2009년 3,350억원 출자)

지원 분야    투자조합 결성금액의 30~70%를 모태펀드에서 출자

지원 대상 

●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

회사 등

● � 출자조건

▪ 창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결성액의 60% 이상을 조합의 주결성 목적에 따라  전문적으로 투자

<선정 우대 기준> 

● �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지방기업 지원 등 조합결성목적이 정책적 목적 

또는 특수목적달성 기대효과가 높은 경우

● � 최근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A+, A)을 받은 경우

● � 조합만기가 7년 이상인 경우(문화산업분야 관련 조합은 미적용)

● � 결성총액 대비 외국자본 참여가 3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모태조합(fund of funds)은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정부 재원으로 결성

한 펀드로 이를 재원으로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 등에 대해 출자합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모태펀드 출자로 창업·투자 활성화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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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 등 

투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 � 증산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초

과하는 경우(LLC형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 자기자본의 5배

   ✽   창업지원법령상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이미 투자한 자산의 합이 전문인력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문인력의 인정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예) 창업지원법(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법(사모투자전문회사)

<선정 취소> 

● � 출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 출자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운용기관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 운용기관이 외국자본 참여를 출자의향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으

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 운용기관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투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접수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 02-2156-2000

신청 서류

● � 출자신청서, 서약서, 확인서, 확약서, 투자조합결성제안서, 조합현황 총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투자를 목
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창투조합 
등에 투자하는 펀드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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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성공창업 엔진, 맞춤형 창업 서비스

➏ 

창
업
지
원괄, 제안서 PT 자료, 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 투자/회수 실적, 회사

의 주요주주와 조합의 주요출자자 명부

● � 신청양식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www.k―vic.co.kr)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17/4422

● �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 02-2156-2000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초

2월 말 3∼5월

1월 2월

3∼5월

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조합 선정 
(한국벤처투자)

출자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벤처투자)

조합 결성신청서
제출 및 등록

(벤처캐피탈 → 중소기업청)

신청 제안서 제출
(벤처캐피탈 →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출자금 지원
(한국벤처투자 → 벤처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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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산실,
창업교육·보육센터

15-1. 대학 창업강좌 지원

15-2.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15-3. 기술창업학교 지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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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창
업
지
원

지원 규모    60개 강좌, 강좌당 600만원 또는 800만원(전체 예산 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대학 112개 중 94개 지원, 대학당 평균 600여만원

지원 분야

● �  사업비 지원 : 외부강사료, 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비(지원금액

의 30% 이내로 사용) 로 신청강좌별 차등 지원

▪  2개 강좌 신청시 강좌당 800만원

▪  1개 강좌 신청시 강좌당 600만원

지원 대상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창

업관련 교과목을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2∼3학점 인정)코자 하

는 대학

● � 강좌의 구성내용 및 대학의 창업활성화 의지 및 수행능력을 평가

<우대사항>

● � 공예·디자인, 영상, 문화콘텐츠 등 특화분야 강좌

● � 상경계와 이공계를 동시에 개최하는 융합 강좌

● � 실습형 강좌 및 이공계 장좌개성 과목 

정규 창업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교육시간에 따라 강사료와 현장견학 및 실습비, 운영

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가 정신 및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창업 비즈니스 플

랜 작성 등 실무 위주 강좌와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대학 창업강좌 지원
창업강좌 개설 확대로 창업활동 제고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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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창업정보관리시스템(www.changupnet.go.kr)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창업강좌 사업신청서, 강의운영계획서, 창업강좌 강의 동의서, 

창업강좌 사업 예산서 각 1부씩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010년 1월 중 별도 공고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79, 8904

● � (사)창업진흥원(www.ikedi.or.kr) : 042-480-4334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개강 후 7일 종강 후 3주 이내

2월 개강 14일전

총 강의시수 2/3 시점

신청·접수
(지방청)

지원금지급
(창업진흥원)

협약체결 및 
강좌계획서 접수

(창업진흥원)

최종결과보고 및 검토
(운영기관·창업진흥원)

심사 및 선정
(지방청)

강좌개설 및 중간점검
(운영기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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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창
업
지
원

지원 규모    예산범위 이내(확장사업비 231억원, 운영비 93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 창업보육센터 28개 중 16개 지원(신규지정 및 건립지원 8개, 

기존센터 확정지원 8개)

지원 분야

● � 건립비 :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확장 및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

련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우수한 보육센터의 신규 및 확장건립 소요비

용 지원

● � 운영비 : 입주기업에 대한 마케팅 및 컨설팅 지원을 위하여 보육센터 운

영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 대학·연구소 중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

▪  건립비 :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운영평

가 결과 A등급 이상인 보육센터로 대응투자비가 총사업비의 30%이

상 될 것)

▪  운영비 : 사업자당 최고 6,000만원 이내(운영실적을 평가하여 4개 그

룹으로 분류, 차등 지원)

우수한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입주 및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실 확충비와 운

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육공간 확장 및 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확장사업비, 

입주기업에게 마케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창업보육 인프라 확충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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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건립비 지원 : 녹색 기술, 문화콘텐츠 등 특화분야 보육계획 중점 평가

● � 운영비 지원 : 최하위 평가등급 BI에 대해서는 운영비 미지원 

신청·접수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청 서류 

● � 건립비 지원 : 확장사업 신청서, 확장사업계획서 등(별도 공고시 안내)

● � 운영비 지원 : 운영비 지원신청서(별도 공고시 안내)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공고 참고

처리 절차

신청 기간    2010.1.25(월)~2.12(금)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13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2월

1월 2월

2월

지원계획수립·공고
(중기청)

사업자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중기청) 

1차 심사 및 추천
(지방중기청 →중기청)

사후관리
(지방청)

신청·접수
(사업자 → 지방중기청)

선정결과 통보 및 지원
(지방중기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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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지
원

지원 규모    주중창업학교 15개, 주말창업학교 12개(전체예산 16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학교 58개 중 27개 지원, 학교당 평균 5,000만원 지원

지원 분야     지역별 기술창업학교를 지정하고 지정교육기관이 교육생을 모

집·교육을 실시하며, 소요 비용(기관당 5,000만원 이내)은 정부

에서 지원

지원 대상     창업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수료생의 창업보육센터 입주 연

계, 전문 멘토를 10인 이상 확보한 기관

신청·접수     사업관리시스템(www.techstart.or.kr)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육운영계획서, 수료생 사후관리계획

서, 과정운영요원 현황표, 운영기관 목표계획서

신청 기간    2010.2.22(월) ~ 3.19(금)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479, 8906

● � (사)창업진흥원 : 042-480-4334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생에 대해 기술평

가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을 알선 및 연계 지원해 드립니다. 주중창업학교와 주말창업

학교 2가지 형태의 창업학교에 교육 관련 소요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술창업학교 지원
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양성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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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컨설팅 통해
성공적인 사업전환

16-1. 사업전환 지원사업 

16-2.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16-3. 가업승계 지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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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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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350여개사, 기업당 4억 5,000만원 이내(전체 예산 1,710억원)

▪  자금지원 : 연간 40억원 한도(운전자금 5억원 포함)

▪  컨설팅 지원 : 컨설팅 비용의 65%, 최대 1,600만원

▪  기타 지원 : 세제지원, 고용안정, 유휴설비 매각정보 제공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568개사 중 337개사 지원, 업체당 평균 4.4억원

지원 분야

구분 내용

자금 지원

•지원규모 : 연간 40억원 (운전자금 5억원 포함) 

•대출금리 : 연 4.13%(2010년 1/4분기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 

•대출기간 : 시설(8년, 거치 3년 포함), 운전(5년, 거치 2년 포함)

컨설팅 지원 •지원과제 : 사업구조개편,  재무구조, 신제품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

기타 지원

•양도세(50%, 3년), 법인세·소득세 (50%, 4년) 감면 등 세제지원 

• 고용유지(재배치근로자 임금 3/4, 1년), 전직(1인 300만원 이내) 등 고용안정지원 

•유휴설비 매각정보(www.findmachine.or.kr) 제공 등

지원 대상

● �  자금 지원 : 사전에 사업전환계획승인을 득해야 함(사업전환계획승인과 

병행신청 가능)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의 사업에 진출하

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40억원의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컨설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전환 지원사업
중기 사업전환을 전체적으로 지원

16-1



272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73 

● � 컨설팅 지원(3차례) : 1차(2.1~2.10), 2차(5.2~5.11), 3차(8.1~8.21) 

● � 지원기업 선정평가 결과 60점 미만으로 탈락한 기업은 다음 신청차

수에서 재신청 불가

신청·접수 

● � 자금 지원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또는 사업전환지원사업 홈페

이지(www.kerc.or.kr) 에서 다운로드

● � 컨설팅 지원 : 중소기업 컨설팅사업 홈페이지(www.smbacon.go.kr)를 

통한 접수

제출 서류     현장실사시 지방세 납입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시설자금 신청

근거 등의 서류 준비 필요

처리 절차    

① 사업전환계획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
(중소기업)

계획승인
자금지원 결정

(중기청)

현장실사
(사업전환센터)

자금 지원
(사업전환센터)

이행실적조사 등 
사후관리

(사업전환센터)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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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후 30일 이내

신청
(중소기업)

컨설팅 쿠폰 구입
(중소기업)

평가·선정
(사업전환센터)

컨설팅사 선정
(중소기업)

중간점검
(사업전환센터)

컨설팅 실시
(컨설팅사)

완료점검
(사업전환센터)

협약 체결
(중소기업,  컨설팅사)

완료보고
(컨설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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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설비 정보 : 유휴설비 매각 및 매입 물건정보 제공

● � 공장 정보 : 공장 매각 및 매입 물건정보 제공

● � 입찰 정보 : 중진공, 기보 등 금융기관 입찰정보 제공

● � 기타 : 유휴설비의 원활한 수리지원을 위한 기계수리 전문가 정보 제공, 

기계전문 감정인 통한 기계가격 산정 지원

이용 방법

● � 회원가입 : 중고설비·공장의 매매를 원하는 중소기업자는 유휴설비정

보 포털(www.findmachine.or.kr)에서 회원 가입

● � 정보등록 : 매각을 원하는 중고설비 및 유휴공장을 사이트에 등록

● � 직접거래 : 중고 설비 또는 유휴공장 매입 희망자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한 후, 소유주와 협상 후 구입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사업처 : 02-769-6802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보유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휴설비정보 포털사

이트(www.findmachine.or.kr)를 통해 유휴설비를 직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휴설비·공장거래 알선사업
온라인 통한 설비·공장 직거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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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구분 내용

후계자 양성 교육 •가업승계 전략수립, 세제 이해, 조직 관리, 리더십 등의 전문가 강의

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가업승계 온라인 컨설팅 지원 (www.successbiz.or.kr)

•가업승계 지역 순회 설명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

   (설명회 일시/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가업승계 매뉴얼 및 성공사례 책자 배포

기타
•가업승계 우수기업 포상 및 홍보

•가업승계 후계자 커뮤니티 지원 (Kbiz 뉴리더스 클럽)

신청·접수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또는 가업

승계지원센터 직접 신청(Fax 02-786-2038) 

✽      신청서류 :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에서 다운로드

신청 기한

● � 후계자 양성 교육, 지역순회설명회 : 세부일정 별도 공지

● � 가업승계 온라인 컨설팅, 후계자 클럽 가입 : 연중 상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 �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 : 02-2124-3186

창업 1세대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업승계 전략

수립 및 상속·증여방안 설계, 경영진단 등 가업승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원

하고 후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창업 1세대의 든든한 후계자 양성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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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⑦ (주)위자드웍스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신기술사업화

외부투자�한�푼�없이�창업�3년�만에�15억�매출

2009년 9월, 비즈니스위크지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Asia’s Best Young 

Entrepreneurs 2009)’ 중 한 명으로 한국의 벤처기업인 위자드웍스(www.wzdworks.com) 

표철민 대표를 선정했다는 기사가 났어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기계적으로 온 신경이 집중되는 중기맨의 레이더에도 이 소식이 걸려들었어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24세의 표 대표가 2006년 연세대 창업센터에서 

대학 동기들과 위자드웍스를 창업, 위젯을 기업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

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이버, 다음, 구글, 야후 등 우리나라 대다수 포

털 사이트들이 위자드웍스의 위젯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25인

에 선정했다고 하네요.

이후 다른 매체들도 경쟁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그 중에서도 대학 창업보육센터 

내 약 10㎡ 규모의 보육센터에 둥지를 틀었던 위자드웍스가 2008년 5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2009년에는 15억원의 매출을 예상한다는 기사가 중기맨은 제일 반가웠어요. 초

기 4명이던 직원도 16명으로 늘었다네요. 

사실 위자드웍스는 중기맨과의 질긴 인연으로 꾸준히 관심을 쏟고 있는 회사 중 하나거

든요. 설립 이후 만 4년차에 접어든 위자드웍스가 한 푼 외부 투자 없이도 가장 주목받

는 IT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중기맨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자신할 수 있

답니다. 물론 위자드웍스가 가진 위젯이라는 원천 기술이 대단하다는 것은 중기맨도 인

정해요. 위젯은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계, 날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자

드웍스는 웹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담아 화면에 띄워놓는 위젯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첨단 기술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장에서 위자드웍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런 남다른 원천 기술과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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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 원천기술에 시의적절한 지원시책 활용

중기맨과 위자드웍스와의 첫 인연은 2006년 11월 중소기업 컨설팅 사업을 통해서였어

요. 당시는 법인 설립 초기여서 중소기업 컨설팅을 통해 경영, 회계 등에 전문가의 도움

을 얻어 기업 경영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2008년 초에는 신기술사

업화 평가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의 위자드웍스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요.

기술혁신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기술사업화 평가사업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에 대한 개발 타당성, 성공가능성,  사업성을 

평가해주는 것이예요. 위자드웍스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1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위젯 기술의 국내외 특허와 기술의 다양성, 재무 측면 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가 총 망라되어 있었답니다. 표 대표는 민간 기업에서 컨설팅을 받았다면 3,000

여 만원을 줘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지금도 중기맨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있어요.

신기술사업화 평가 사업은 후속 사업인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사업이래요. 위자드웍스는 우수과제로 선정돼 

위젯 플랫폼 개발 부문에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3년간 라면만 먹으며 위젯 연구에만 매달려온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이제는 우동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표 대표. 앞으로 백반을 먹을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이 신선한 유머로 느껴지네요. 중기맨은 숨가쁜 일정 속에서도 위자드웍스 같은 실력

있고 의욕이 넘치는 회사를 보는 낙으로 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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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컨설팅�지원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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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283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286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288
중·소 그린SCM 지원     291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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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컨설팅 지원 Q&A

온라인 교육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한 서비스를 하는 경

쟁업체들이 생겨나 경영에 애로가 많은데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영전문가가 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조언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비

용의 60%를 정부가 지원하며,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경영애로’ 분야를, 30억원 이

상이면 ‘경영혁신’ 분야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283페이지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참조)

경기악화로 인해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회생

이 불가능할 듯한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

면 업체당 1,800만원 이내에서 총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해 드립니다. 회생계획안

을 수립하고 채무재조정과 M&A 등 자발적인 회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286페

이지 참조)

각국 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도 녹색경영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녹색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녹색정보사이트(www.greenbiz.

go.kr)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S,A,B,C,D 등급이 있는데 S 또는 A 등급

을 받게 되면 전문가 평가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288페이지 참조)

이제 1년 된 중소기업인데 금융, 법률, 마케팅 등은 사내에 전문가가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회계, 금융, 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늘 대기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거나 각 지방중소기업청

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세요.(293페이지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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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17-1.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17-2.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17-3.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17-4. 중·소 그린SCM 지원  

17-5.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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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창
업·

사
업
전
환

지원 규모    3,50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전체 예산 194억원)

▪   종합진단 : 2,500개사 내외, 30억원

▪  컨설팅 : 1,000개사 내외, 164억원(1차 : 700사 내외 115억원, 2차 : 300

사내외 49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175억원, 약 1,350개사 지원

지원 분야     컨설팅 비용 지원 정부지원 60%, 나머지는 업체 부담 (업체부담

률 높을수록 우대)

지원 내용 과제 컨설팅 내용

• 지원기간 : 

경영(기술)애로 : 3개월 미만

경영(기술)혁신: 6개월 미만
경영

<경영애로>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인적자원·재무·마케

팅·성과·고객 관리, 조직설계, 사업전환, 협업 등을 컨설

팅지원

   ∴  주지원대상 :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경영상태가 악

화된 기업

<경영혁신>

•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성장전략 수

립, 브랜드·고객만족 경영, 신사업 타당성분석, 녹색경영 등 

컨설팅 지원

   ∴  주지원대상 :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

은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녹색산업 기업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과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영혁신, 협업, 기업분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을 55~65%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컨설팅 지원
진단, 컨설팅, 정책지원 연계 도우미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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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 :

경영(기술)애로 :

3,000만원 이내경영(기술)

혁신: 5,000만원 이내

• 정부지원비율 :

   60% 이내

기술

<기술애로>

• 중소기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애로해결

을 위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설비관리, 공정·불량률 

개선, 제조원가·에너지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

팅 지원 

   ∴  주지원대상 : 매출액 3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경영상태가 악

화된 기업

<기술혁신>

•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전략 수립, 제품개발 타

당성, 설계 및 해석, 녹색기술 등 신제품·신기술 개발 및 상

품화 관련 컨설팅 지원

    ∴  주지원대상 :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

은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녹색산업 기업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

되지 아니한 기업

●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  Biz기업, 기업·공고 연계 맞춤

형 인력사업 참여기업, 1사 1인 추가채용 기업 등 가점우대

●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신청·접수     중소기업컨설팅 홈페이지(www.smbacon.go.kr) 통해 신청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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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➐ 

창
업·

사
업
전
환

처리 절차

신청 기간    

● � 1차 : 2010. 3. 1~3. 15

● � 2차 : 2010. 8. 10~8. 25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3982/3960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bacon.go.kr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0년 지원시책」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1월

4~12월 4~12월

1차(3.1~3.15), 2차(8.10~8.25)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 공고
(중기청)

지원기업 평가·선정
(지방청/평가점검단)

전문가 종합진단
(지방청/기정원)

사후관리
(지방청/기정원)

신청/접수
(smbacon.go.kr)

컨설팅사 선택 및 협약체결
(중소기업/컨설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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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2010년 : 20여개사, 기업당 1,500만원 이내(전체예산 3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신청기업 58개사 중 40개사 지원, 업체당 1,500만원

지원 내용

● � 총 컨설팅 비용의 90%, 업체당 1,800만원 이내 지원

● � 법적 기업회생절차 분야의 변호사 소송대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지원 분야    회생계획안 수립, 채무재조정 및 M&A 등 자발적 회생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혹은 신청예정인 기업

● � 금융권 중소기업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신청예정인 기업

●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대비 20% 이상 감소하거나 중소기업 정책

자금 통합공고상의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중소기업

●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및 자본잠식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재정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소한(6개월 

이상)의 운전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채무불이행과 워크아웃 등의 상태에 있는 부실 중소기업의 조기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의 90%를 업체당 1,8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부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컨설팅비 90% 지원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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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➐ 

창
업·

사
업
전
환● �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유흥·향락업, 숙

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의 

기업

신청·접수 

● � 사업전환지원센터 홈페이지(www.kerc.or.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다

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현장실사(신청 1주일 이내)시 재무제표, 임직원 대장, 부설연구소 등 서류 준비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 �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지원센터(www.revive.or.kr) : 02-769-6803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0년 지원시책」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후 1주일 이내

신청
(중소기업)

협약 체결 및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

컨설팅사 선정
(중소기업)

중간 및 완료점검
사후관리

(중진공 지역본부)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중진공 지역본부)

컨설팅 실시
(컨설팅사)

지원이 안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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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전반에 대한 녹색경영 수준을 진단하

고, 기업의 규모와 사업특성에 맞는 녹색경영 프로그램을 제시해주는 제도입니다.

녹색경영 평가·진단·개선 프로그램
저렴하게 받는 녹색경영 컨설팅

17-3

지원 분야

<녹색수준 자가진단>

 중소기업 녹색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의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

표를 기반으로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녹색경영 평가>

●   자가진단(S, A, B, C, D 등급으로 제시)을 통해 S, A 등급을 받은 기업을 대

상으로 전문가 평가 신청을 받아 녹색경영 평가 실시

●  전문가 평가결과 S, A 등급은 우수 그린비즈(GreenBiz)로 선정하여 우

대지원

<녹색경영 진단>

●  녹색경영 평가에서 B 등급 이하를 부여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비즈

(GreenBiz) 진단, 녹색규제진단, 녹색경영 기법적용 진단 등을 실시하여 

녹색수준개선전략보고서 제시

녹색경영  환경 친화적인 경영. 기업의 비전에서부터 제품의 기획, 설계, 공정 및 소비자에 이

르는 모든 경영 프로세스에서 환경친화적인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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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➐ 

창
업·

사
업
전
환

● 녹색도 진단비의 75% 이내 지원

<녹색경영 개선 프로그램 지원>

●  선진 녹색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화, 폐기물 감소 등을 위한 공

정혁신방안, 세부과제 제안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공

● 컨설팅 비용의 6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중소 제조·서비스업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신청·접수 

●  녹색수준 자가진단 : 별도 신청·접수 없이 중소기업 녹색 정보사이트

(www.greenbiz.go.kr, 2010년 6월 구축 예정) 통해 직접 진단 가능

● 녹색경영 평가 : 녹색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 통해 접수

● 녹색경영 진단 : 녹색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 통해 접수

●  녹색경영 개선 프로그램 : 녹색정보 사이트(www.greenbiz.go.kr) 통해 

접수

처리 절차

①  녹색경영 평가(2일) 

3월 5월 5월 5월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온라인 자가진단
(www.greenbiz.go.kr)

평가 신청
(전문기관)

녹색경영 평가 실시 
(전문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290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1 

②  녹색경영 진단(10일 이내) 

③  녹색경영 개선 프로그램(6일 이내) 

신청 기한    2010년 5월~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34

● 전담정보사이트 : www.greenbiz.go.kr(중소기업 녹색정보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3월

3월

5월

5월

5월

5월

6월부터

6월부터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온라인 자가진단
(www.greenbiz.go.kr)

녹색경영 
(www.greenbiz.go.kr)

녹색경영 진단 신청
(전문기관)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전문기관)

진단 실시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
(전문기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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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➐ 

창
업·

사
업
전
환

지원 규모    500여개사, 기업당 400만원 이내(전체 예산 20억원)

지원 내용

●  녹색경영기법(에너지·자원 절감 등)과 유해물질 관리 노하우 제공

▪  중소기업간 녹색 공급망관리체계(Green SCM) 모델을 개발하여 중견 

또는 중소기업(중간 모기업)이 영세 협력업체에 대해 녹색경영을 확

산하도록 지원

●  전문기관의 녹색경영 컨설팅 지원(5개 이상 협력사 참여 SCM 사업비의 

75%)

지원 대상

● 중견 또는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 독자적으로 완성품 수출 또는 해외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납품하는 

중견·중소기업(중간 모기업)

<우선 선정대상>

●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등 지원효과가 높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소기업의 국제 환경규제 대응능력을 높이도록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녹색경영 체계구

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완제품에서 원료로 소급해가는 전 과정에서 구매 중소기업과 

공급 중소기업이 그린 SCM으로 연계되는 전 공급망의 녹색화를 지원합니다.

중·소 그린SCM 지원 
협력 기업간의 상생 녹색경영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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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SCM  중견·중소 모기업이 녹색경영체제 구축 노하우, 청정생산 기술 등을 제공하여 협

력업체의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Suppy Chain Management의 약어

● 지식경제부 그린파트너십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및 그 협력사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 녹색 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녹색 정보사이트(www.greenbiz.go.kr)는 10.6월까지 구축 예정

처리 절차

 

신청 기한    2010년 5월~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 042-481-4434

● 전담정보사이트 : www.greenbiz.go.kr(중소기업 녹색정보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3월 5월 5월 6월 이후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www.greenbiz.go.kr)

선정
(전문기관))

시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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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창
업·

사
업
전
환

중소기업 전문상담 자격을 갖춘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상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융, 법률, 마케팅, 기술 등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

로 해결해 드리며, 단순자문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 고민해결사

17-5

지원 규모     41억원(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상담 24억원, 현장클리닉 지원 

17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현장클리닉 지원업체 2,212개사

지원 분야

●  전문가 상담 : 각 지방중소기업청에 분야별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온

라인(www.bizinfo.go.kr), 전화(☎1357),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애

로사항 해소 지원

●  현장클리닉 지원 : 전문 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단기 애로에 대해 전문

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단기간(3일 이내)에 애로 해결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 중 상시고용인 

50인 이하의 중소기업

●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산재소송관련 업무대

행, 인증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대행 업무는 지원 불가

●  관세법에 의한 수출입 절차대행,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의 대리, 관세환급  청구대리 등 수출입관련 대행업무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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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컨설팅 지원 조건과 중복되는 경우(즉, 근로자 5인 미만의 생

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신청·접수 

●  상담 신청 :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회원 가입 및 방문 후 상담

●   온라인 상담 : 중소기업종합지원서비스 Bizinfo(www.bizinfo.go.kr)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방문상담 : 가까운 지방중소기업청 1357고객지원실

처리 절차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1357고객지원실

●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592, 4397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상담접수
(연중)

기업부담금 입금

완료보고서 작성

자문위원 선정

수행계획서 승인

자문비용 지급

현장클리닉 추천

수행계획서 작성

완료보고서 승인
만족도 조사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현장클리닉 지원(2009년의 경우 10월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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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외부 전문가 노하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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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사
업
전
환코드 해당 업종

33402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용품 제조업

451 자동차 판매업 중 소매업

46102중 주류, 담배중개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7 소매업

55~56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5821중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51~854 교육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2 오락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24 겜블링 및 배팅업

9129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96911) 제외)

97~98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서비스 생산활동

99 국제 및 외국기관

[ 붙임 ]

지원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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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멋지게 변신하세요

소상공인·전통시장

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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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단계별 창업교육은 기본, 온라인·케이블TV 교육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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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계별 창업교육은 기본, 온라인·케이블TV 교육은 덤 

성공창업패키지교육      301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303
소상공인 e-러닝교육      305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306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308
상권정보 시스템     310

19
체인점부터 동네슈퍼까지 맞춤형 경영개선 서비스 

자영업컨설팅 지원     315
소매점 조직화 지원     317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     31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21

20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2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26
시장경영혁신지원     328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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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소상공인·전통시장 Q&A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창업교육을 

받고 싶은데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창업적성진단부터 이론교육, 현장실습, 자금지원 등 창업 전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배 창업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창업 노하우도 배울 수 있으며, 연간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301페이지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참조)

8년째 동네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100m 이내에 미용실이 10개나 되

다보니 단골손님까지 뺏기고 있네요. 경쟁력 있는 점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점포로 변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시간 이내의 단기교육인 기초교육과 20시간 내외의 전문교육으로 운영됩니

다. 교육비는 따로 없습니다.(303페이지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참조)

조그마한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구멍가게이다보니 매출이 얼마 되지 않습

니다. 구멍가게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없나요?

쇼핑환경, 가격, 서비스, 위생, 정보화 개선 등을 통해 현대식 점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권분석, 상품기획 등 종합 컨설팅뿐 아니라 점포 개선 비

용으로 1억원 이내에서 자금도 지원해 드립니다.(319페이지 선전형 스마트샵 육성 참조)

치킨점을 운영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와 달리 요즘에는 많이 힘이 듭니다. 만약 

문을 닫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제

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4% 수준의 복리이자율이 적용됩니다.(308페이지 소상공인 공제제도 참조)

Q

Q

Q

Q

A

A

A

A



298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99 

18장 단계별 창업교육은 기본, 온라인·케이블TV 교육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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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볼까 하는데 상권분석에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http://sg.smba.go.kr에 접속하시면 전국 600대 상권의 상세한 상권정보를 보실 수 있습

니다. 경쟁점포, 인구(유동인구 포함),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7종의 정보가 수록돼 

있고, 전자지도 형태로 제공돼 원하시는 지역의 상권을 편리하게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

다.(310페이지 상권정보시스템 참조)

미술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가맹점이 8개밖에 안되

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를 갖추고 싶습니다. 

체인 본부와 가맹점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및 교육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91억원 규모로 2,000개 내외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니 신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317페이지 소매점 조직화 지원 참조)

장사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이 너무 낡아 방문객이 점점 줄어듭니다. 시

설을 개선하고 싶지만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있나요 ?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등에 주차장, 공동화장실, 아케이드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

와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공동화장실,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을 설

치·개선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답니다.(323페이지 전통시

장 시설현대화사업 참조)

충북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시장에 입주한 258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

인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상인대학, 단기특강 형식의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연수는 자비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다른 교육들은 전액 무

료입니다.(328페이지 시장경영혁신지원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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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창업교육은 기본,
온라인·케이블TV 교육은 덤

18-1. 성공창업패키지교육

18-2.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18-3. 소상공인 e-러닝교육  

18-4.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18-5.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18-6. 상권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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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7,000여명(2009년 : 10,000명)

지원 내용

● � 창업적성진단→이론교육→현장실습→사업계획서 작성→자금지원→

�� 사후관리의 6단계 일괄 지원

● � 교육 수료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지원

✽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age 참조

지원 대상

● � 자영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

● � 영업을 하고 있으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 방문 신청 : 성공창업패키지교육기관

✽ 교육기관은 2월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

제출 서류

● � 교육신청서(온라인 또는 교육기관 방문)

자영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교육 수강, 현장실습 등을 통해 창업을 철저히 준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해  드립니다.

성공창업패키지교육 
직접 듣고 보고 배우는 자영업 창업 교육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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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실습비 5만원

신청 기간    

● � 2월~12월

✽  교육기관별 세부 신청기간은 2월에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32~3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14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기존 사업자도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수강할 수 있나요?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은 예비창업자와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존 사업자

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경영개선

교육이나 소상공인이러닝센터 등을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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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95,000여명(2009년 : 90,000명)

지원 분야

구 분 내 용

기초교육

(회당 200명 내외)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한 특강형식(2시간 내외)

• 성공사례, 점포운영요령, 마케팅 기법, 친절 서비스교육 등을 통해 소상공인

의 경영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 

전문교육

(회당 20명 내외)

 •실전 중심의 집합교육 및 현장체험교육(20시간 내외)

• 메뉴개발, 점포디자인 신기술 습득, 상권 및 입지분석, 각종 사례연구 등 경

영개선 고급기법 활용에 중점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

신청·접수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

● � 방문 신청 : 경영개선교육기관

✽ 교육기관은 2월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

음식업, 제과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마케팅, 친절서비스, 점포

운영요령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장사 잘되는 점포로 변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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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교육신청서(온라인 또는 교육기관 방문)

신청 기간    

● � 2월~12월

✽�교육기관별 세부 신청기간은 2월에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34~5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14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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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창업교육 • 창업 준비를 위한 업종분석, 아이템 선정, 자금계획, 창업자정신 등 24개 과정

경영교육
• 음식, 슈퍼·체인, 이용·미용, 프랜차이즈, 제과, 소호  등 12개 업종에 대한 32

개 과정

지원 대상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 가능

신청·접수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osang.or.kr) 

문의처 

● � 소상공인 e-러닝센터(http://edu.sosang.or.kr) : 1577-5302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31~3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14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 그 밖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점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e-러닝교육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무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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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케이블채널을 통해 연중 매일 3시간 방송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은 추후 공고(2월)

● � 인터넷방송 전용 홈페이지(www.sosang.tv)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VOD 다

시보기 서비스 제공

● � 방송프로그램 CD·DVD 무상보급(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 � 소상공인에게 컨설팅 및 방송출연 기회 제공

방송 프로그램

● �  ‘도시 樂’ : 장사가 잘되는 집의 비결, 최신 트렌드, 사장 인터뷰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업종별 현장탐방 프로그램

● �  ‘소상공인뉴스’ : 정부지원시책, 해외 신제품아이디어 및 사례, 날씨에 따

른 업종별 점포경영 유의사항 등을 리포트와 단신

● �  ‘생생 창업정보쇼 오후 다섯시(PM5)’ : 업종변경 방안 제시, 세무·법률 등

의 문제 해결, 국내외 신사업 아이템 소개, 상권정보, 성공스토리 등 소개

● �  TV특강 ‘성공을 여는 아침’ : 업종별 전문교육, 실전 마케팅, 서비스정신 

및 영업마인드 등 코칭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케이블방송 서비스입니다. 지정된 케이블채널과 인터넷을 통해 영

업노하우, 경영정보, 성공사례 등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TV 보고 성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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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일별 기획방송I : 경영혁신, 창업 노하우, 여성 소상공인 탐방, 성공비

결 등

● � 요일별 기획방송II :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소상공인의 성공스토리, 컨

설팅 등

✽프로그램 편성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74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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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 소기업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그

외 업종 10인 미만)

● � 소상공인 :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외 

업종 5인 미만)

가입 방법

● � 우편,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청약

● � 가입금액 : 월 최저 5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70만원까지

✽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

득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 � 지급 사유 : 폐업,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

● � 지급 금액 : 적립한 부금에 복리이자율(4%, 폐업·사망시 +0.3%)을 적

용한 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

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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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혜택

● � 12개월 이상 납부시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

●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3~100%)시 월부금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 � 소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문의처 

●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www.8899.or.kr, 국번없이 1566-8899)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6)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

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이예요. 

별도의 지급시기나 납입기간에 관계 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

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고 가입

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발생시 부금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

되는 등 다양한 부가지원을 제공한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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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① http://sg.smba.go.kr에 접속

②  ‘상권분석’ 메뉴의 ‘선택지역분석’ 또는 ‘동별 분석’을 선택해 직접 원하는 

상권 범위를 선정해 관련 정보를 보거나 미리 작성된 ‘정보마당’ 메뉴의 

600개의 상권리포트 이용

<전자지도 이용방법>

● � 인터넷 전자지도상에서 이용자가 직접 상권을 선택(그리기)하여 해당 상

권내의 각종 정보검색

● � 우측 퀵메뉴에 ‘상권분석활용법’을 선택하면 플래시 이용안내를 통해 사

용법 학습가능

수록 정보

● � 동종·경쟁업체수 등 47종 : 점포(업종현황, 추이, 위치 등), 인구(연령

별·성별 인구구성, 직업·직종 분포, 주거형태 등), 시설(아파트, 관공

서·금융·교통·의료기관 수·위치 등) 정보

● � 1,500개 상권정보 대상지역의 유동인구 정보(분기별 업데이트)

● � 상권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블로그, 카페 등 상권 커뮤니티

지역별·업종별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지도로 제공합니다. 점포, 인

구, 시설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47종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권정보 시스템
발품 팔지 않고 한눈에 보는 상권정보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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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 유동인구 대비 업종별 점포 밀집도 정보 등 슈퍼마켓, 분식점, 미용

실의 과밀정보 제공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54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8923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상권정보시스템 내 지도가 보이지 않아요..

상권정보시스템의 지도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도록 되어있답니다. 자동설치가 안되

면 상단의 “지도가 보이지 않을 때” 버튼을 누르셔서 수동 설치하실 수 있고, 도구>

인터넷옵션>보안>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창에서 sg.smba.go.kr을 신뢰할 수 있는 사

이트로 등록하시면 된답니다.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상권DB는 여러 데이터 생산기관으로부터 구매, 제공, 수집 등의 절차를 거쳐 상권

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된 뒤 제공됩니다. 갱신주기는 생산기관 주

기와 일치하며 보통 1년 단위이고 데이터의 발표 후 2~3개월 뒤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됩니다. 데이타의 출처와 갱신안내는 상권분석 후 화면의 각 테이블 상단에 명

기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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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⑧ 우리땅생이본가 -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창업,�근거�없는�자신감은�No!�교육만이�성공창업�동반자”

‘먹는 게 남는 장사’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지요? 지금처럼 자영업자가 많지 않

을 때는 그래도 먹는 게 남는 장사였는데 요즘엔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꼴로 자영업자

다보니 소위 먹는 장사로 살아남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늘 창업컨설턴트

들이 충분한 상권조사, 차별화, 특화, 자신 있는 업종 선택, 안정적인 운영 같은 말들을 입

에 달고 사는 것이겠지요?

중기맨이 상담을 하다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음식점을 오픈하는 경우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나면 폐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창업을 위해 중기맨을 찾았더라

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요.

하지만 철저한 준비를 위해 창업 전에 중기맨을 찾는 분들도 많아 힘이 난답니다. 대전 정

부청사 부근의 민물새우탕 전문점 ‘우리땅생이본가’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2009년 10월, 15평 규모로 문을 연 우리땅생이본가 오찬영 대표는 창업 한 달을 앞두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2주간 성공창업패키지 교육을 받았어요. 창업의 전 과정을 6단

계로 나누어 창업적성진단부터 이론교육, 현장실습, 워크샵, 자금지원, 사후관리까지 종

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오 대표의 경우 퀵서비스 업체를 5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맨을 찾아왔어요. 음식점은 생소한 분야인 만큼 철저한 준

비가 필요하다면서요. 

대전 3味 ‘민물새우탕’ 향토음식 전문점으로 체인점 꿈꿔

사실 교육받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

이 됐다고 해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딪치는 일들도 많을 테니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 있다면 또다시 수강하고 싶다면서요.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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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인 부분에서 생각지도 못한 걸 알게 됐어

요. 업종이 달라 전에 하던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1년 정도 유예기간

이 있다고 하네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비용을 계산할 때 대출이

자 같은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었는데 대출이자, 생

활비, 점주 인건비까지 모두 고정비용 항목이라고 합

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막연히 머리 속으로만 계

산하면 수익성이 꽤 괜찮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

리고 폐업 사례에 대한 교육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기충천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

람들한테 ‘망한 사례를 왜 굳이 알려주려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인건비와 재료비 

비율 등이 원인이었다는 걸 알고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죠.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는 마인

드나 준비과정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됐고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아예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또 이미 입지를 정한 상태였는데 교육받은 대로 상권분석을 다시 해보니 정

말 잘 선택했다는 데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교육의 힘인지는 몰라도 오 대표는 아직까지 파트타임 직원도 채용하지 않고 있어요. 정

갈한 손맛으로 주방을 책임지는 장모님이 직원의 전부죠. 시작은 작지만 오 대표의 꿈은 

체인점을 운영하는 것이래요. 대전의 3대 음식 중 하나인 민물새우탕을 주 메뉴로 하는 

만큼 향토음식 전문점으로 특화한다는 생각이지요. 

중기맨도 대전에 3대 음식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답니다. 대전에서도 젊은 

층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민물새우탕, 도토리묵, 돌솥밥이 대전 3味라는데 그 맛을 서울

에서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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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5,000개(전체 예산 : 35억원)

지원 내용

● � 점포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이 적은 비용

으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팅을 받도록 지원(신청자 부담 : 5만원)

● � 컨설팅 신청 분야 : 상권분석·마케팅 등 경영개선 컨설팅, 과당경쟁·취

약업종 등 업종전환 컨설팅, 창업타당성 분석 등 창업 컨설팅

지원 대상

● � 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영위 자영업자(근로자 5인 미만)

●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담배 중

개 및 도소매업, 주류도매업 등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제

한 업종

신청 방법    자영업컨설팅시스템(http://con.sbd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들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창업준비,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을 전문가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컨설팅 지원
자영업자를 위한 믿을 수 있는 조언자

19-1

지원이 안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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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소상공인지원센터 : 국번없이 1588-5302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52~3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414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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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91억원, 2,000개 점포 내외(전체 예산 : 91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38억원, 800개 점포

지원 내용

● � 가맹점 매장관리 지도 : 체인본부가 소속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

여 가맹점에 대해 상품구색, 재고관리, 서비스 등을 지도하는 비용 일부 

지원

● � 유통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POS프로그램, 진열관리 및 광고관리 등 시

스템 구축

● � 교육 : 체인본부 대표, 지도인력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

●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경영개선 지원 : 경영진단 및 지도, 물류시스

템 구축

●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 유망한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

발 지원

지원 대상

● � 지도 및 정보화 : 임의가맹점형 또는 조합형 체인본부 50개 및 가맹점 

2,000개

● � 교육 : 체인본부 CEO 100명, 수퍼바이저 150명, 점포주 2,000명

체인본부를 중심으로 가맹점이 조직화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통정보관리시스

템 구축,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소매점 조직화 지원
뭉치면 힘이  세집니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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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개선 지원 : 18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 유망 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 직영점포 2개, 2호점 업력 1년 이상 사업체

신청·접수    중소유통시스템(rss.sbdc.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41~7744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4565)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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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150억원(정책자금 융자 1,000억원 포함), 2,000개 점포 내외

지원 내용

● � 상권분석, 점포 및 상품기획 등 종합컨설팅 지원(상품배열 등 용역 포함)

● � 시설개선(운영자금 포함)에 필요한 자금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 � POS설치 및 간판교체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 스마트샵 요건을 갖춘 점포는 인증을 부여하고, 6개월간 지속 경영지도

지원 대상

● � 혁신의지가 있는 매장면적 300㎡ 이하 소매점 사업주

✽  업태(산업표준분류) : 슈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 독립편의점 등

● � 선정 기준 : 전문가가 혁신의지, 경쟁력 향상 가능성, 정보화 및 체인화 참

여계획 등을 현장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선정

신청·접수

● � 분기별로 사업공고 이후 신청 가능

✽  사업공고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www.sbdc.or.kr) 공지사항

점포의 쇼핑환경, 서비스, 위생, 정보시스템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

금,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선진형 스마트샵 육성
경쟁력 있는 슈퍼마켓 만들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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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소상공인진흥원(www.sbdc.or.kr) : 042-363-7741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스마트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스마트샵의 지원대상은 슈퍼마켓 중 시설현대화 등 리모델링 및 혁신의지가 있고, 경

쟁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점포예요. 다시 말하면 동네 슈퍼마켓이나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 독립편의점 등이랍니다. 

스마트샵 육성사업을 통해 쇼핑환경, 서비스, 위생, 정보화 등에서 선도적인 우수점

포로써 근린생활 구역은 슈퍼마켓형으로, 상권지역 등의 구역은 편의점 형태로 상권

의 특성에 맞는 현대적 점포로 변신시켜 드린답니다. 주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

품 진열, 매장 레이아웃, 유기농·안전식품 위주의 진열 및 유통기간의 철저한 관리, 

점주 및 종업원의 고객응대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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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3곳 25억원

지원 내용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등을 갖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 지원(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부담 10%)

지원 대상     50명 이상 중소 종합소매업자또는 10명 이상 중소도매업자(공동)

신청·접수

● � 사전에 전문가의 컨설팅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

✽  사업계획서는 도 지역은 시·군에,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은 당해 시에 제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481-4565, 지방중소기업청

● � 각 지자체 유통담당 부서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합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구매원가 낮추고 필요물품 적시구입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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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

20-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0-2.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0-3. 시장경영혁신지원 

20-4.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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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572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261개 시장 지원, 시장당 평균 6억7,000만원

지원 내용

●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 거리정비, 홍보·상징조형물 등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용 CCTV, 지상

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

설, 고객편의시설, 고객쉼터,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

설에 한하여 지원

<우선지원 대상>

● � 주차장, 공동가스·전기·소방시설, 고효율 LED 조명 설치

● � 현대식 공설마트 건립(지방공설시장 중 유통기능이 강한 곳)

● � 배송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건

● � 사업비 부담 :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부담 10%

   ✽  단,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민간부담금 5% 이내에서 자율조정 가능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

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에 맞는 테마거리 조

성 등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편리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만들기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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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전기·가

스·소방시설,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고객지원센터, 고객쉼터, 

상인교육관은 민간부담 면제(국비 60%, 지방비 40%)

● � 지원한도 : 국비 최대 70억원(점포수 700개 이상인 경우 100억원)

지원 대상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

가, 시장활성화구역 중 다음과 같은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 � 국비 지원금액이 1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제출 전까지 사전컨설팅을 완료하여야 하고, 국비 지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 전년도 지원시장 중 2009.12월까지 사업이 미착수된 시장은 예산 

편성 불가

● � 사업집행은 시·군·구가 직접 하여야 하며, 민간자부담이 있는 사

업 중 총사업비 5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상

인회 위탁 가능

● � 시장경영혁신사업(상인교육, 공동마케팅 등) 미참여 시장은 예산

편성 불가

신청 방법    시·군·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에 서류 제출(2월)

신청 서류

● � 세부사업계획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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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009-41호)의 별지 

제4호 서식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다운로드

● � 부지확보방안, 사업동의서, 사전컨설팅, 연구용역결과 등 증빙자료

▪   주차장 등 부지매입이 필요한 경우 부지 매매동의서, 예정부지 명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여부 등 구체적인 토지확보 방안 제출

▪  아케이드 등 민간부담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민간자부담 납부대상자 

4/5 이상의 동의확인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042-481-4516, 4574

● � 시·군·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2,000m2 이내

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는 30 이상)의 도

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시장활성화구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시

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

청장이 지정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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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7곳 7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6개 시장에 평균 10억원 지원

지원 내용

● � 문화시설 설치·관광자원 연계지원 및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물·조형

물·테마거리 설치 지원

▪  문화시설 : 내·외국인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  관광자원연계 :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팅

● �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문화공연 등 지원

지원 조건 

●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 � 지원한도 : 시장당 10억원

전통시장에 문화공간 조성, 전통문화 체험,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함으

로써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볼거리가 있어 더욱 가고 싶은 전통시장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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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

가, 시장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신청 방법    시·도가 중기청에 후보시장 추천

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042-481-4335

● � 시장경영지원센터(www.sijang.or.kr) : 02-751-0752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 1월 2월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통보
중기청 → 시·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추진기획단(선정위원회)

후보시장 추천
시·도 → 중기청

3월 6월5월

사업 대상 선정 및 통보
추진기획단 → 시·도

지자체 부담금 
납부 및 사업시행

지자체 보조금 납부 → 추진기
획단 → 사업시행

컨설팅단 컨설팅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컨설팅단 컨설팅 → 사업시행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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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365억원(2009년 : 287억원)

지원 내용

● � 마케팅 : 공동마케팅, 이벤트 및 시장투어, 우수시장상품전시회 등

● � 공동사업 : 업종별 상단인프라 구축

● � 상인교육·연수 :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교육, 해외연

수, 정보화교육 등

● � 시장관리·점포경영 선진화 : 시장자문·점포지도,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인터넷쇼핑몰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영업방식을 현대화하고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 마케팅, 상인교육, 

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합니다.

시장경영혁신지원
변해야 이길 수 있다

20-3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쿠폰 발행,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

케팅 활동

온누리 상품권  해당 지자체에만 통용되던 기존의 광역단위의 상품권이 가지는 불편을 해소

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의 명칭

상인 교육·연수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선, 의식혁신, 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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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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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우선지원 대상>

●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

●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 민간자부담 비율, 상인교육 이수율,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 시장·상점가

● � 시장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팅 또는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상점가 등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동마케팅의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세일·경품행사, 각종 쇼행사(패션쇼 등), 홍보사

업(영상물 제작 송출 등), 고객관련 조사, 이미지 개선 및 위생·청결, 시장특화사업 

지원, 고객 참여행사(요리강습, 콘테스트 등), 고객 서비스(자율포장·계량대, 쇼핑백 

등), 공동 쿠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상인대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인대학은 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시장을 찾아가 시장상인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

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상인대학을 신청하려면 매년 1월

경 중기청 또는 시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상인대학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

장경영지원센터에 접수하시면 돼요. 시장경영지원센터가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 실

사 등을 통해 설치대상 시장 및 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한 후 교육계획에 따라 시장 인

근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지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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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042-481-4517, 8929

● � 시장경영지원센터(www.sijang.or,kr) : 02-751-0727, 042-252-1430

● � 전국상인연합회(www.ukma.or.kr) : 042-257-3873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2009.12

3월 12월

1.2~1.30
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2월

3~12월

사업 공고
(중기청)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중기청, 전문기관)

현장실사·평가심사
(사업별 평가위원회)

진도점검 및 사후관리
(중기청/ 전문기관)

신청접수
(중기청/ 전문기관)

사업집행
(중기청, 지자체, 상인회,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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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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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공동마케팅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 공동

쿠폰 발행, 세일·경품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국비 90%

상인 10%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

이벤트 및 

시장투어

• 이벤트 : 비보이, 가요, 국악 등 문화

예술 공연 지원

• 시장투어 : 차량비 및 여행자 보험

료 지원

전액보조

상인조직 활동이 

활발한 곳 등

(시장경영지원센터

직접수행)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최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

회 개최 비용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시장

상인 50명 이상

온누리 상품권

전국 통용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시

장 매출액 증대 도모

전액보조

상인 교육·

연수

고객관리,마케팅,상품개선,의식혁신,

전문기술 등 교육지원

(상인대학, 맞춤형교육(단기·특강), 

전문교육, 해외연수, 정보화교육 등)

전액보조

(단, 해외연수는 50%보조)

시장·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내 

상인 등

시장자문점포 

지도

• 자문 :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

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 지도 : 상품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

어 등 지도

• 사업비산출 : 사업원가 자료제공

전액보조

국비 50%

• 자문 : 연 8일 이내

• 지도 : 연 4일 이내

• 사업비산출 : 

   국비 10억 이상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

퇴직인력을 상인회에 채용하여 상인

조직을 육성하려는 시장에 보조

월 105만원

인터넷 쇼핑몰 

사업

유명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

원, 상인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지

원  등

전액보조
정보화 교육

이수자 우대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

용역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

권개발 및 활성화 방안, 지역상권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국비 60%

지방비 40%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투자 확보한곳, 

2010년 사업착수 

시장

[ 붙임 ]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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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 규모    500억원(2009년 200억원) 

상품권 종류 

● � 상품권종(2종) : 1만원권, 5천원권

● � 선물용 : 3만원 세트(5천원권 4매, 1만원권 1매), 5만원 세트(5천원권 4매, 

1만원권 3매), 10만원 세트(5천원권 2매, 1만원권 9매)

● � 상품권 묶음 : 10만원 쿠폰북(5천원권 20매)

상품권 구매 및 사용방법

● � 구매처 : 전국 3,104개 새마을금고(전화 02-3459-9090) 등

● � 사용처 :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  가맹시장 및 가맹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www.onnurigift.co.kr)에서 확

인 가능

✽  액면금액의 60% 이상 구매시 전액을 현금으로환불

상품권의 특징

● �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세로 형태의 상품권 도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으로 전국의 전통 시장

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쇄를 맡아 상품권 발행의 보안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며, 환전과 사용도 편리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전국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이거 하나면 OK!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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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형할인점 부럽지 않은 고객중심형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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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방법

● �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www.onnurigift.co.kr)를 통해 가맹신청서를 다

운받아 작성 후, 시장 상인회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맹신청(새마을

금고 계좌 포함)

● �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가맹

점으로 등록

✽  제한업종 :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 유흥사치업종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 042-481-4561

● � 전국상인연합회 : 042-257-5183

● � 새마을금고연합회 : 02-3459-9090

● � 온누리상품권 공식 홈페이지 : www.onnurigift.co.kr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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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1인 기업의
특별한 혜택

9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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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여성기업만의 혜택, 판로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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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여성기업만의 혜택, 판로 창업교육 

여성기업 판로 지원     339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340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341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342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343

22
장애인기업 전용 맞춤형 창업강좌·판로개척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컨설팅    345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 연수    346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347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349

23
경영노하우부터 자기계발 교육까지 1인 창조기업 전용 서비스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351
자기계발 골드카드     353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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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과 함께 알아보는 여성·장애인·1인 기업 Q&A

번역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에 번역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정부에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

네.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창조기업이 공급

한 서비스 비용의 10%를 지원해 드립니다.(351페이지 참조)

웹디자인 서비스 기업을 창업한 지 얼마 안돼 경영실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싶

습니다.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자기계발 골드카드를 발급받으시면 1인당 연간 8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

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캐릭터협회 등에서 원하는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단, 업력 1년 이상의 우수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

요.(353페이지 참조)

만화를 그리는 1인 창조기업인데 외부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할 때 애로가 많습니

다. 사무공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인 창조기업에게는 전국 19개의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패밀리카드를 발급받으면 19개 비즈니스센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355

페이지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참조)

쥬얼리를 디자인해 OEM으로 납품하는 여성기업입니다. 가을쯤 홍콩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여성기업이라면 ‘여성기업 판로 지원’을 통해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매년 9월 귀금속박람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고 있으니 그 기회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339페이지 여성기업 판로 지원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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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장 여성기업만의 혜택, 판로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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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애
인·

  

인 

기
업

1

취미로 퀼트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판매하라는 요청이 많아 하나둘 팔다보니 

매장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렴하게 매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 ‘행복한세

상 백화점’ 내 515㎡의 매장을 사용하고 있고, 인건비, 매장관리비,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

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저렴하게 입점할 수 있습니다.(341페이지 참조)

액세서리나 패션 주얼리 등 공예품 쪽으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

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공예나 디자인 등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의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여

성 전문분야 창업교육이 있습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고, 수료 후에는 창업컨설팅, 창업

자금 지원정보 제공 등 혜택도 있으니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342페이지 참조)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나이도 젊은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창업을 해

보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마나 역술, 의류리폼 사업 등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를 하시

는 분들이 가장 많구요. 관련 창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컨설

팅을 신청하셔서 창업이론교육과 특화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345페이지 참조)

청각장애인인데 작은 국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해볼까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우수 장애인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전시회를 지원해 드리는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

업이 있습니다. 해외전시회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산업재산권 등록비

와 공공기관 입찰도 지원해 드리니 이용해보세요.(347페이지  참조)

Q

Q

Q

Q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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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만의 혜택,
판로 창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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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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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인 

기
업

1

지원 규모    200개사(전체 예산 8억원)

지원 내용

● � Gift, Jewelry등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비용 지원(부스비, 통역비, 차량대

여비 등 총 비용의 70% 이내)

✽  선물박람회 : 4월, 귀금속박람회 : 9월

● � 해외 B2B사이트에 여성기업제품의 광고 지원(등록비 등)

● � 수출초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부스비, 

통역비, 차량대여비 등 총 비용의 70% 이내)

✽  대일시장개척단 : 6월, 대미시장개척단 : 9월

●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팅, 입

점비·배너광고비 등 비용 지원

지원 대상    여성기업

신청·접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에 신청서류 제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4490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 사업팀 : 02-369-0922

여성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박람회·시장개척단 참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 판로 지원
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온라인 쇼핑몰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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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781명(전체 예산 5억원)

지원 내용

● � 여성 CEO MBA 연수 : 여성 CEO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전략적 

고객만족, 글로벌 리더십 등 교육

● � 여성 CEO 전국경영혁신연수 : 여성경제인의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 여성기업간 멘토링 운영 : 동종업종 여성기업간 그룹 멘토링을 운영

지원 대상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등

신청·접수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1~2월)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4490

●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womanbiz.or.kr) 사업팀 : 02-369-0922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ww.wesc.or.kr)  : 02-369-0926

여성경제인을 위한 무료 연수 및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경제인이 경영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여성경제인 역량 업그레이드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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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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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1

지원 규모    110개사(전체 예산 7억원)

지원 내용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입점에 지원(인건비, 매장관리비, 인테리

어 비용 등 국가부담)

<여성기업제품 전용관(She Story)>

▪  입점대상 : 패션, 쥬얼리 등 여성기업에서 생산하여 백화점에서 판

매 가능한 소비 완제품

▪  매장 : 중소기업유통센터 ‘행복한 세상 백화점’ 내 515.7㎡ 규모

▪  30개 기업(상설 10개, 임시 20개) 입점, 입점기간 : 1년 원칙

지원 대상    여성기업

신청·접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입점업체 수시모집(입점업체 퇴점시 모집공고)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4490

● � 중소기업유통센터(www.sbdc.co.kr) : 02-6678-9324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행복한 세상 백화점’ 매장에 1년간 입점하여 자사 제품

을 판매하고 소비자 반응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우수 여성기업 제품은 여기에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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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1,000여명(전체 예산 8억원)

지원 내용

● � 여성 비교우위 분야 실전 창업교육 : 창업교육경비의 80% 지원(실습비 

20만원 내외 부담), 교육 수료 후 창업컨설팅 및 창업자금 지원정보 제공

● � 차세대 여성CEO 양성 교육 : 창업기초 및 실무교육, 사업현장체험, 사업

계획서 작성 실습 등(교육과정 수료 후 학점 인정)

지원 대상

● � 창업교육 : 관심 있는 여성 누구나 신청 가능

● � 차세대 여성CEO 양성 교육 : 여대생(누계 평점 3.0 이상) 

✽  학점인정 대학 : (수도권)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대구·경북) 경북대, 

대구카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신청·접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ww.wesc.or.kr)에 신청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1월)

문의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449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ww.wesc.or.kr)  : 02-369-0926

공예, 디자인 등 여성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실전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CEO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여성 전문분야 창업교육 
우수한 여성 CEO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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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규모    140개 창업보육실 운영(전체 예산 14억원)

지원 내용

● � 창업보육실(입주공간) 제공 : 공동 사무기기 사용, 초고속 인터넷 이용

● � 경영, 회계, 마케팅 등 전문가 컨설팅 제공

● � 산업디자인 개발비, 산업지적재산권 및 각종 인증획득 지원

● � 여성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지원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및 예비창업자

신청·접수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es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빈 보육실 발생시 수시 모집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4490

●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ww.wesc.or.kr) : 02-369-0931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14개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입주공간, 전문가 컨

설팅, 인증획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 토탈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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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전용 맞춤형
창업강좌⦁판로개척 서비스

22-1.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컨설팅

22-2.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 연수

22-3.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22-4.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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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 � 일반강좌(6회) : 전반적 창업이론교육(3일, 20시간)

● � 특화강좌(3회) : 안마, 역술, 의류리폼 등 특화업종 창업이론교육 및 기술

교육(180시간)

● � 창업컨설팅(2회) : 창업아이템 보유자에 대한 일대일 맞춤 사업화 컨설

팅(2회)

지원 대상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전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신청·접수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교육공고(1월) 후 신청 가능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8939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02-326-6200

창업을 준비하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장

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컨설팅
우수한 장애인기업 만들기

22-1

점자교재도 있고 현장 수화통역도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
애인 수강에전혀  불편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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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연수 : 2박3일 집합교육(이론+현장체험), 교재

비, 참가비 무료

● � 자금 및 판로 정보 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 � 교육이수자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CEO 및 임원

신청·접수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교육일정 : 4월, 5월, 6월, 9월, 10월(2회)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8939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02-326-6200

장애인기업 CEO가 경영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자에

게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우대지원합니다.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 연수
장애인기업 CEO  역량 업그레이드

22-2

신청자가 많으면 장애인기
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를 우선 지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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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여
성·

장
애
인·

  

인 

기
업

1

지원 규모    3억 1,000만원, 125개사(2009년 1억원, 30개사 지원)

지원 내용

● � 국내전시회 참가비 : 45개사,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일부 지원(200만원 

한도)

● � 국제전시회 참가비 : 20개사,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일부 지원

(500만원 한도)

● � 산업재산권 등록비용 : 60개사, 특허출원(80만원 이내) 및 기타 산업재산

권 비용(50만원 이내) (60개사, 기업당 200만원 한도)

● � 공공구매 판로 지원 : 입찰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전시회 참가 비용, 산업재산권 등

록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전시회 참가비, 산업재산권 등록비 보조

22-3

산업재산권 지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하나요? 

특허는 80만원까지, 실용신안, 의장, 상표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답니다.

사업공고 전에 전시회에 참가한 실적도 신청가능 한가요?

예, 물론 가능해요. 공고일 이전에 참가하거나 출원한 실적도 당해 년도에 참가하셨

다면 공고일 이후에 지원해 드려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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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신청·접수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8939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02-326-6200

이 사업은 전시회 참가, 특허 출원 
이후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
이라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조
기소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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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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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1

지원 규모    10억 5,000만원, 46개사

지원 내용

● � 창업보육실을 설치하여 입주공간 제공, 공동사무기기 사용

● � 전문가 POOL을 통한 상담 제공

● �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종합상담실 운영 : 경영애로사항(법률, 자금, 판로, 

특허, 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무료 상담(월 1회, 자금, 판로, 창업분야는 

월2회)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장애인기업

신청·접수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사업관리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 중소기업청 동반성장과 : 042-481-8939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 : 02-326-6200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을 위한 입주공간, 경영, 마케팅 등

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토탈 도우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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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노하우부터 자기계발 교육까지
1인 창조기업 전용 서비스

23-1.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23-2.  자기계발 골드카드 

23-3.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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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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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규모    1,000건 내외(전체 예산 30억원)

✽    2009년 지원 현황 : 프로젝트 1,012건 거래 지원, 업체당 평균 1,100만원

지원 내용     1인 창조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비영리단체 포함)에게 프로젝트 

총 비용의 1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기업당 연12회 이내)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 � 부도·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유흥·향락업 등 기업

신청·접수

●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 신청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예산 소진시까지)

중소기업(비영리단체 포함)이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총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구매비 10% 지원

23-1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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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류 

● � 국세청 홈텍스 자료 발급번호 및 통장사본

● �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 �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 협약서

● � 프로젝트 계약서, 최종결과물 및 만족도조사서

● �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

● � 용역대가 지급 증빙자료 등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41

●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4524

● � 전용 정보사이트 : www.ideabiz.or.kr(아이디어비즈뱅크)

 

1인 창조기업은 어떤 분야의 기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 등을 가진 자가 운영하는 1인 중

심의 기업을 말한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개의 1인 창조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IT서비스분야, 만화, 드라마, 영화제작 등 문화콘텐츠 서비스 분야, 

전통식품, 공예품 분야의 제조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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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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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규모    650명 내외(전체예산 5억원)

✽  2009년 지원 현황(2009년 11월 기준) : 신청인 586명 중 121명 발급 승인

지원 내용

● � 총 교육비용의 50%, 80만원 한도 지원

● � 1인 창조기업이 골드카드 교육기관의 희망교육과정 직접 선택, 수강

● � 교육기관 현황(2009년 11월 기준)

교육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비고

생산성 본부 www.kpc.or.kr 02-724-1115

한국능률협회 goldcard.kma.or.kr 02-3274-9223, 9330

매경닷컴 교육센터
education.mk.co.kr

02-2000-5427
오프라인 교육

tax.mk.co.kr 세무교육

한국중소기업연수원
121.162.117.163/
contentt/sbc_ok/pop/
sbti/20090826/0904.html

031-490-1422

한국소호진흥협회 www.sohokorea.org 02-761-5496

한국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

www.kmtca.or.kr 02-569-8875

한국캐릭터협회 www.character.or.kr 02-771-4366

1인 창조기업이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를 발급하여 수강료의 50%를 횟수 제한없이 1인당 연 8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자기계발 골드카드
듣고 싶은 교육, 반값으로 수강하기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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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업력 1년 이상의 우수 1인 창조기업

● � 다음 사항에 1개 이상 만족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함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주한 1

인 창조기업 중 수요자 만족도가 ‘보통’ 이상인 1인 창조기업

▪  산업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주 등 활동실적이 2건 이상인 1인 창조기업

▪  멘토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1인 창조기업

▪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인 창조기업과 관련된 정책의 지원대

상자로 확정된 1인 창조기업

<우대 지원> :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1인 창조기업은 교육 총인원의 

5% 이상 배정

신청·접수 

●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 신청

● � 별도의 신청서류 없음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41

●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4524

● � 전용 정보사이트 : www.ideabiz.or.kr(아이디어비즈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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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항 목 내 용

사무공간

•개인 전용사무실 제공 : 유료 또는 할인 10% ~ 50%

•공동 전용사무실 지원 : 무료 또는 할인 50%

•회의실, 접견실, 휴게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및 경영지원(무료)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이용 방법    ‘1인 창조기업 패밀리 카드’를 발급 받아 19개 센터 활용

신청 서류

● �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에서 카드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각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활용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문의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6299-5505

●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 : 042-481-4553

● � 전용 정보사이트 : www.ideabiz.or.kr(아이디어비즈뱅크)

19개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

한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패밀리카드 1장으로 19개 센터 자유이용

23-3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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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당산소호 

비즈니스센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3-9 02-2068-3631 www.sohobusiness.co.kr

르호봇 

비즈니스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주택건설회관 6층

송파구 석촌동 276-3, 석촌꽃마을빌딩 B1

서초구 서초동 1585-18 동정빌딩 B1/2F/3F

강남구 논현동 3번지, 신사빌딩 3층

강남구 삼성동 170-11 칠성빌딩 B1

중구 쌍림동 151-11 쌍림빌딩 6층

마포구 동교동 197-8 ANT빌딩 3층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4 덕산빌딩 4층

용산구 원효로3가 46-1 원효빌딩 8층

서초구 서초동 1364-29, 30, 에머랄드빌딩 2층

강남구 논현동 211-20 강남빌딩 4층

강남구 대치동 890-34, 62, 세왕개발빌딩 8층

중구 서소문동 120-20 동화빌딩 별관 10층

02-783-4511

마이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64-39 지훈빌딩 3층 02-3474-6000 www.mypartners.kr

메트로 

비즈니스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8 KS빌딩 3층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번지 요한빌딩 3,4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 수내동 22-3 1201호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서울시 강남 역삼1동 828-5 청원빌딩 2층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85-15 남성빌딩 2층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18-4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04-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6-14 하나빌딩 4,5층

02-556-8073

아침기술 

경영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30번지 에이스트윈타워2차 1110호

서울시 중구 예장동 8-14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동 205호
02-865-3007 sebi.amoti.kr

아크로피스

서울 송파구 가락동 93 금강빌딩 6층

서울 송파구 방이동 24-7 동산빌딩 4층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8-5 신진빌딩 4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02 진성빌딩 4층

02-404-1994

02-2678-5854
www.acroffice.co.kr

에제르 

비지니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02-2 대지프라자 5층 02-562-2036

역삼역비즈메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910호 02-539-4679 www.yesbiz.net

[ 붙임 ]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지정 현황



356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57 

23장 경영노하우부터 자기계발 교육까지 1인 창조기업 전용 서비스

➒ 

여
성·

장
애
인·

  

인 

기
업

1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오피스허브

서울 강남 개포 186-15 소망빌딩 B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가 75-1 효제빌딩 3,4,5층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1-7 해성빌딩 B1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46-14 크레신타워3 B1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 998-1 평의빌딩 409.410,4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4 우당프라자 B1

02-445-8005

유비컴즈 

충북넷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천동 용암동 1695번지 청주타워4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201-31 청주문화산업지원센터 213호
043-215-4100

(주)크로스

비즈 르호봇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2-3 삼한골든게이트빌딩 9층 051-818-0211

타호

비즈니스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5-2 씨에스엠빌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2  일광빌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23  성도빌딩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67  유성빌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9-6  영서빌딩  

서울시 중구 충무로2가 50-6  라이온스빌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23  장안빌딩 

02-779-2711

한국

기술거래사회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7 -5 (광주YWCA 회관 1층) 062-526-6005

( 사 ) 한 국 경 영

기술 컨설턴트

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허바허바빌딩 4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7-12 중추빌딩 B101
02-569-8875 www.kmtca.or.kr

한국번역가협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38 신문로빌딩 2층 02-725-0506

한국여성

벤처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6-5 VR빌딩 205 02-2156-2167

한국조사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4-1 백석빌딩 3층 02-546-2361

한국캐릭터협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7 강원도개발공사빌딩 3층 02-771-4366

한성케이에스콘

주식회사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1206호 02-211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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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독자적인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중

소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조세감면 등 각종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

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조세감면 등 각종 우대혜택 받으세요 

24-1

지원 혜택

● � 창업지원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 창업이나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

겸직 허용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을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으로 인정

● � 자금지원 : 모태조합 결성·운영 지원, 창투사 투자 대상에 업력 제한없

음,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지원, 은행 투자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 � 인력지원 : 스톡옵션을 외부 전문인력에도 부여,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300인까지 가능, 이공계 석박사 및 기술사 채용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

립요건 완화 등

● � 기술지원 : KOSBIR 프로그램 통한 벤처기업 우선 지원, 특허 및 실용신

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 참여자격 우대 등

● � 세제 지원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 비과세

✽  창업 세제 :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사업용 재산 등록세, 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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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입지, M&A 등에서 다양한 혜택 부여

인증 요건

●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분 내용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 

제작자인 경우 7% 이상 투자

    ∴  벤처투자기관 :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

• 투자유지기간 6개월 이상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보증대출금액 8,000만원 이상 (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

업은 보증(대출)금액 4,000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단,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 우수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3

년 미만 기업은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신청·접수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확인요건별 신청서류를 벤처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 후 업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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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051-460-2579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769-6889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06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3974

✽    벤처인(www.venturein.or.kr) 시스템 관련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1544-1120)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확인기관

벤처확인기업
• 벤처인(www.venturein.or.kr) 통한 신청 접수

• 온라인으로 접수

•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요건 충족시 요건 충족시

요건 충족시

요건 충족시

요건 충족시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협회 기보/중진공 기보/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기보/중진공

기보/중진공

사업성 평가기관

기보/중진공

벤처투자 실적확인 보증/대출금액 요건 확인 R&D 투자요건 확인

벤처확인증 발급 기술성 평가

벤처확인증 발급

사업성 평가

벤처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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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노비즈 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드리는 다양한 혜택

24-2

지원 혜택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  전액 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액 보증

   ✽    협약 은행(14개)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

산, 경남, 전북은행

▪  기업당 보증한도 설정 우대 : 일반기업 30억원, 이노비즈 기업 50억원

▪  보증료 감면 : 0.2%

●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우대 : 중소기업청 R&D 자금, 신성장자금

▪  병역지정업체 추천, 공공구매 심사 등 중소기업청의 인력·판로 지원 

사업 추진시 우대

신청 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분야별 기술혁신 평가지표(기술개발체계성, 품질성, 성장성, 기술개발실

적 등)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신청업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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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기술 등급의 종류 : AAA, AA, A, BBB,BB, B, CCC, CC, C, D

신청·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등록을 마친 후 안내에 따

라 자가진단을 실시해 평가 결과 650점 이상이면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

제출 서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

무사항 등 입력

●  기술사업계획서(이노비즈넷에서 다운로드)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 4405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02-2187-9651

●  전담정보사이트 : www.innobiz.net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온라인신청
(연중)

현장평가
(연중)

이노비즈 선정
(수시)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현장평가 등 모든 업무는 해당기업 소재지 지점에서 처리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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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문화산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군에서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메인비즈 제도
경영혁신활동 우수기업에 드리는 혜택

24-3

지원 혜택

●  금융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의 보증·금융 지원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정보화지원, 중소기

업 경영컨설팅, 경영혁신자금, 기술개발사업 등

●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 지원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우대 등

신청 대상    

●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선정 기준     분야별 경영혁신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결과(기술정

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평가점수가 700

점(1,000점 만점) 이상인 기업

신청·접수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해 기업등록을 마친 후 

안내에 따라 자가진단을 실시해 평가 결과 600점 이상이면 온

라인으로 인증 신청 

메인비즈(Main-Biz)는

Management,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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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출 서류     메인비즈(www.mainbiz.go.kr)에 접속해 기업 및 공장 정보, 주

생산품, 재무사항 등 입력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 042-481-4404, 4405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431~3

●  전담정보사이트 : www.mainbiz.go.kr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온라인신청(연중)

현장평가(연중)

Main-Biz 선정
(수시)

종합연계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해당기업 소재지 지방중기청에서 확인서 발급 등 총괄 관리)

중기청, 신보, 금융기관 등

개인사업자도 업력이 3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설립 후 3년이 지났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도 신청 조건인 업력 3년

에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답니다.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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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보증, 해외마

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중

기청,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자금·보증·해외마케팅 지원시 우대

24-4

지원 혜택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

선지원 대상, 수출입금융, 금융기관 대출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

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  해외마케팅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수출구

매상담회 개최 및 해외전시회 참가시 우선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팅 지원

사업 신청시 자동선정 등

지원 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붙

임 참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

출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기업(내국신용장 수취액 포함)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매출액기준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업체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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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

는 대표자

<심사시 중점사항>

●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혁신성, 재무평가 등

신청·접수    연 2회 모집(4월, 10월)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

정신청서, 수출이행계획서(인터넷 접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FAX 접수), 회사약도(FAX 접수), 전년도 및 신청

년도의 수출실적증명원(현장확인)

처리 절차

문의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67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사업계획 공고
(3월 말, 9월 말)

지원기업 선정
(6월 초, 12월 초)

현장평가 및 진단
(5월, 11월)

신청·접수
(4월 초,10월 초)

지정증 교부 및 지원
(6월 중,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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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쟁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에 대해 부

여하는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중소기업청 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24-5

지원 혜택

●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경쟁입찰 참여시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따른 신인도 가점부여 

✽    가점 범위 : 소상공인 0.5점, 소기업 0.25점, 장애인기업 0.5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활

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유효 기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발급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

●  장애인기업 확인서 :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접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주어진 서식에 맞게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우편등기 또는 방

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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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문의처

●  전담정보사이트 : www.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전화번호 부록 참조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상시

신청 후 즉시 상시

상시 상시

상시

확인서 발급 신청(SMPP)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SMPP)
(지방중기청)

확인서 발급 심사
(지방중기청)

입찰 평가시 신인도 
가점 부여

(각 공공기관)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확인 
(각 공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공공기관 입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각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되

어 있어요.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증대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

기관 입찰용’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궁금해요! 중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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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풍성한 행사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25-1. 벤처코리아 2010 

25-2.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25-3. 사업조정 제도 

25-4.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 운영

25-5.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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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포상하여 기업의욕을 고취하고, 한국경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

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벤처기업대상은 벤처기업부문과 유공자부문으로 나뉘어 선정

되며, 국내 벤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벤처컨퍼런스도 진행됩니다.

벤처코리아 2010
우수벤처 발굴·시상, 벤처컨퍼런스 개최

25-1

행사 개요

항목 내용

벤처기업대상

• 시상분야 : 벤처기업 부문, 유공자 부문

• 시상규모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90여개

• 선정대상 :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으로서 기술, 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

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며, 기업윤리와 사회공헌도가 모범이 되는 벤처기업

• 시상식 : 2010년 10월 

벤처컨퍼런스

• 개최 : 2010년 10월

• 주제 : 벤처업계의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발굴, 정책입안자, 학계 및 업계대표가 

참여하여 정책대안 도출을 심층적으로 토의하는 비중있는 단일 프로그램 구성

신청 방법

●  2010년도 벤처기업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벤처특별법에 의한 벤처확인을 받

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응모 기간 : 2010.6.1 ~ 6.30(주요일간지 및 웹사이트 신청공고 게재)

●  벤처컨퍼런스 : 벤처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korea.org) 통

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  벤처코리아 공식 홈페이지(www.venturekorea.org)에서 신청약식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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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받아 개별기업이 직접 신청. 접수여부 유선 확인요망

✽    우편발송 주소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오타워 8층

처리 절차

신청 기간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홈페이지 공고(6월)

문의처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94

●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대외협력팀 : 02-890-0620

●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우측 「중기 지원시책」 코너 참조

● �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비즈인포(www.bizinfo.go.kr)

6.1 6.1~6.30 7월중 10월중

신청공고
(벤처기업협회)

응모 및 추천접수
(기관, 단체, 기업)

심사
(전담기관, 벤처기업협회)

시상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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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시장의 창출을 도모하고, 기술혁신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

굴·포상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의욕 고취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 유공자 포상 및 성과확산

25-2

행사 개요

구분 내용

본 행사

•  일시 및 장소(예정) : 2010.9.1 ~ 9.3, 코엑스홀 A

•  주관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한국산학연협회, 기술보증기금,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  주요계획

    -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110여 개

    - 우수혁신기술 전시회 : 200여 업체

부대행사
•  경영지원세미나, 녹색성장세미나, 구매상담회

•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체험이벤트 등

참가인원(예상) •  전시회 : 8,000명, 시상식 : 400명, 부대행사 : 1,500명

신청 요건

●  우수혁신기술 전시회 : 중소기업이 자체개발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

여하여 우수혁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참가 신청

●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포상 시상

▪  신청대상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창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  참여제한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상 결격사유(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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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사회적으로 지

탄을 받는 자)가 있는 자옂

신청·접수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www.innotech.or.kr) 통해 온

라인 접수

제출 서류

●  전시회 : 참가신청서, 출품기술(제품) 기술서, 기술· 경영 일반현황 등

●  포상신청시 추가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등

처리 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04,4405

●  전담정보사이트 : www.innotech.or.kr(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홈페이지)

2월

5.21∼6.19

3.2∼4.20

6.22∼7.10

4.21∼4.30

6.30∼7.30

5.1∼5.20

8.1

사업 공고
(중기청)

현장심사 
(이노비즈협회)

전시참가 및 
포상신청 접수

(중기청, 이노비즈협회)

종합심사
(이노비즈협회)

포상 신청업체 
적부심사

(이노비즈협회)

일반전시 참여업체 
신청접수

(이노비즈협회)

포상신청업체
서류심사

(이노비즈협회, 기술심사위원회) 

수상자확정
(중기청)

8.1∼8.30 9.1∼9.3

참가업체 전시부스 
배정

개막식·시상식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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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

수·개시·확장 유예 또는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토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간 상호 조정의 과정을 거쳐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사업조정 제도
중소기업 경영 피해 방지 위한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25-3

신청요건 및 방법

●  신청인 :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인(동일업종 1/3이상의 찬성)

●  피신청인 : 대기업 등(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

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 임원의 중소기업 임원 겸임·파견, 

대기업(또는 친족·임원)의 중소기업 지분 50% 이상 소유 등

대기업의 진출 유예기간

●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을 최대 6년의 범위에서 연기 가능

✽    (종전) 2년 → (개선) 1차 3년 + 2차 3년 이내 추가연장 가능(2009.1.7, 상생법 공포)

사업 조정 절차

 ① 조정신청(관련 협동조합 등) →�② 중앙회 검토·의견서(1개월) →�③ 

중기청으로 이첩 →�④ 사업조정심의회 →�⑤ 이행권고 →�⑥ 공표(이행권

고 불이행시) →�⑦ 이행명령( 공표 후 권고사항 불이행시) →�⑧ 이행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협력팀 02-2124-3192,5

●  중소기업청 사업조정팀 042-4485,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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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발굴·정비하고자 운

영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 체계적

으로 접수하여 관련 민원의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 운영
불합리한 규제 처리 파수꾼

25-4

제도 내용

● �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중소기업 관련 행정규제의 조사 및 규제 정비 보고·평가분석 등 수행

● � 규제 정비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반기별로 보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거나, 직무 관련 

내용 및 결과 공표

● �  중소기업이 쉽게 규제정보를 검색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개방과 참

여의 온라인 광장 ‘규제 2.0’ 구축·운영. 포털 등과 협력하여 규제검색, 

규제in 등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공

처리 과정

문의처 

● 기업호민관실(www.homin.go.kr) : 02-2100-4900

규제애로 접수
(www.homin.go.kr)

2차검토
(부처협의 과제 선정 및 

심층검토)

과제 등록
(과제등록, 통계관리)

사후 관리
(중소기업에 처리결과 통보,

처리결과 지속관리)

1차 검토
(과제분류 및 정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개선 건의
(기업호민관⇒관계기관·국경

위·규개위·녹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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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신용카드(기업 BC카드에 한함)로 기술료를 결제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술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뿐 아니라 자금의 일시지출 부

담이 완화되고, 조기납부를 통한 감면혜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제
기업 BC카드로 기술료 납부

25-5

개선 내용

● � (현행)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 완료 후 지원자금의 20%를 기술료를 ‘현금’ 만으로 납부(3년 분할 

납부 가능) 

● � (개선) 기존과 기술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의 일시지출 부

담을 경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료 카

드 납부제 도입(2010년 1월부터 시행)

기대 효과

● � ‘현금납부’ 외에 ‘카드납부’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하게 하여 자금난을 겪

거나 일시적으로 현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유용한 수단

● � 카드결제일을 기준으로 조기납부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중소기업은 

사실상 할부 납부를 하면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기준(완납기준) : 30일 이내(40% 감면), 1차년도 내(30% 감면), 

2차년도 내 (20% 감면)

문의처

●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7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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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⑨ (주)두합크린텍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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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합크린텍은 어떤 회사?                         

• 대표 : 김상진

•설립일 : 1995년 12월

•직원수 : 35명

•매출 : 100억원(2009년), 100억원(2008년)

•사업분야 : 수자원 및 대기환경 정화사업, 자연생태복원 사업

• 지원받은 사업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으로 ‘식품, 미생물, 담체를 

이용한 대기 이산화탄소 저감과 농촌하천수의 질소, 인산, 농약 

및 중금속 제거 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 지원받은 내용 : 2008년부터 3년간 3억원씩 총 9억원 지원

•홈페이지 : www.dooh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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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맨이 
떴다!

우수지원사례⑩ (주)다인산업 - 사업전환자금

부족한�설비투자비�지원받아�성공적�사업�전환

3~4년 동안 지속되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요즘은 1~2년도 길다고 할 정도로 짧아지

고 있어요. 중소기업이 이런 시장 환경에 대처하다보면 매일 100미터를 쉬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요.

너무 우울한 얘기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도 탄탄한 기술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틈새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기업을 소개할까 해요. 충남 아산시 음봉

면에 위치한 다인산업(www.dain―tech21.co.kr)이 그 주인공이랍니다.

다인산업은 의약품 용기와 화장품 용기, 식품 용기를 만드는 정밀 사출성형 업체에요. 

1998년 11월 회사를 설립하면서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국제약품에 입술보호제 용

기를 공급했고, 이후 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으로 납품처를 확대해 왔

어요. 프랑스 톨리사에 다양한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한편 소망화장품, 코엔자임Q10 

등에도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면서 매출 다변화 노력도 아끼지 않았지요.

중소기업청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게 된 것은 업종 다각화를 결정한 2005년이랍니다. 다

인산업이 차기 전략 제품으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특화된 강점을 가졌던 화장품 용기가 

아니라 초코토핑이라는 식품 용기였어요. 최석종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는 설

탕과 크림이 섞여 있는 스틱 커피를 즐기는데, 외국 사람들은 집에서 커피 원두를 갈아서 

입맛에 따라 초콜릿과 분유, 설탕이 버무려진 초코토핑을 뿌려 마신

다는군요. 화장품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초코토핑 용기를 눈여겨 보았던 최 대표는 마침 

글로벌 커피 회사인 네슬레가 초코토핑 용기 제조업체

를 바꾸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대요.

최 대표는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화장품 용기 생산을 통해 축적한 금형 설계와 사출성형 

기 술이면 초코토핑 용기 제조는 문제없다고 자신했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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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네슬레는 납품업체의 설비 기준을 까다롭게 지적하며 다인산업의 기대를 저

버렸다네요.

오기가 생긴 최 대표는 비용에 상관없이 네슬레가 만족할 만한 설비를 갖추기로 했어요. 

당시 주력사업이던 화장품 용기만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

었지요. 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략 산

출한 금액만 10여 억원이나 됐다고 하니 한숨만 나왔지요.

화장품 용기서 커피용 초코토핑 용기로, 총매출의 40%까지 확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속담이 있지요? 다인산업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

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우연하게 접하고 대

출을 신청한 것이지요. 사업전환 자금은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이나 업종·품목 추가, 무

역조정 등을 할 때 5% 미만의 저리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랍니다.

엄격한 실사를 통한 심사 끝에 다인산업은 시설자금 2억 7,500만원과 운전자금 4억원을 

포함해 총 6억 7,5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부족한 자금은 최 대표가 여

기저기서 대출을 끌어와 총 12억 7,5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만들었다네요. 8개월 후 100% 

만족한 네슬레가 전폭적인 지지로 화답을 해왔대요. 만기가 되기 전에 어음을 결재해준

다거나 발주량을 확보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식품 용기로 사업을 다각화한 다인산업의 성공은 2005년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하던 

초코토핑 용기 매출이 2009년 말 현재 40%까지 이르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인산업의 변신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2009년 (주)다인으로 사명을 바꾸고 화

장품 완제품 생산 등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군요. 또한 용기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디자인을 고급화해 부가가치도 높이겠다고 해요. 초코토핑 용기 생산 설비 투

자로 시작된 다인산업의 제2 도약의 발걸음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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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본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  적용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제외 대상 : 비영리 법인·단체(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

보육시설, 재단법인, 협회 등)

✽  비영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의 고유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영리를 목

적으로 보지 않음

주된 사업(주업종)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의 업종분류에 따라 주업종 판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매

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   이 경우 주업종이 정해지면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을 기

준으로 중소기업 여부 확인

업종별‘규모기준’적용

●  상시근로자수나 자본금(매출액)기준 중 어느 하나의 범위를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별첨 참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 기준을 적용

▪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 기준 적용

    ✽  상시근로자수는 ‘미만’ 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 기준임에 유의

●  위의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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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2012.1.1 시행)

▪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2012.1.1 시행)

   ✽  해당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등을 적용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

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관계회사에 대해 지분비율에 따라 상시근

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초

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2011.1.1 시행)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유예기간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중소기업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12.1.1 시행)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별첨]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

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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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

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

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

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

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50% 지원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50% 감면

▪   취득세·등록세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일)로 부터 4년간 면제

▪   재산세 : 창업일(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로 부터 5년간 50% 감면

중소기업 조세 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관광업, 건설업, 광고업, 광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자동차정비공장업, 수탁생산업, 도매 및 소매업, 물류산업, 방송

업, 어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

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의료기관 운영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 전기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전시산

업,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학

원업, 축산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포장 

및 충전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팅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분 수도권 內 사업장 수도권 外 사업장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관광 10%

•상기 업종 외  20%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

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관련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

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

작성업)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중소기업과 소기업의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

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주된 사업의 업종별로 다음 기준 이상인 기업을 

중기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구분

   ✽  (제조업) 100명, (광업, 건설업, 물류·여객운송업) 50명, (기타)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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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3%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지방투자분에 한함) 7%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 훈련용시설,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

업용자산
1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

7%

(대기업3%)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통산업 합리화 촉진시설,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

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업무 수행 위한 보강·확장 시설, 식품위해요소방지

시설, 기술유출방지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3%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 휘발유·등유·경유 생산시설, 

중수도시설·절수설비·절수기기,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부

품·중간재·완제품 제조 시설 

20%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

음·진동방지시설,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

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 선

박·장비·자재, 탈황시설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지원 내용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분야 : 연구·인력개발비의 30%를 법인세·소득

세에서 공제

▪   기타 분야 : 연구·인력개발비의 25%(또는 직전 4년간 연평균 비용을 초과한 

금액의 5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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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비

①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 인건비,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연

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①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공동연구개발

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

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직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 또는 도입기술을 개량하기 위한 비용

마.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

사.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아.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직업훈련기관의 위탁훈련비

③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

나.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비



구분 사업명칭 2009년 지원 규모 평균경쟁률

정책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1조 1,500억원(업체당 평균 4.2억) 1.4: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880억원(업체당 평균 2.6억) 1.3:1

신성장기반자금 1조 6,300억원(업체당 평균 4.9억) 1.2:1

중소기업간 협업사업자금 업체당 평균 4.6억 1.6:1

긴급경영안정자금 1조 5,000억원(업체당 평균 2.4억) 1.5:1

사업전환자금 1,475억원(업체당 평균 5.2억) 1.6:1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조 1,000억원(업체당 평균 24백만) 1.4:1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혁신 업체당 평균 2,250만원 3.8: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신규과제 1,054개사, 계속과제 627개사 4.7:1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업체당 평균 2.2억 7.01: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업체당 평균 2.6억원 2.38: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일반과제 2.4:1 선도과제 8.7:1 국제과제 6.5:1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업체당 평균 1,060만원                  신규설치 4:1 업그레이드 19.6:1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업체당 평균 1억 9,800만원 2.3:1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업체당 평균 4,340만원 5.9:1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76억원(업체당 평균 4,570만원) 2:1

협동조합 정보화지원사업 10억원(업체당 평균 1억 5,000만원) 1.8:1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업체당 평균 2억4천만원 3.9:1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업체당 평균 600만원 예산 조기소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
보안시스템 구축지원50억원(업체당 평균 2,500만원)

4.8:1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25억원

인력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05억원, 1,007개사

인력채용 패키지사업 1인당 평균 330만원 1.2:1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20개 조합(조합당 평균 1억 3,000만원)

중소기업장기재직자 주택우선공급 1,354호, 461명 0.34:1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40억원, 10개 컨소시엄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 165.5억원, 71개 학교

대학생 중소기업체험활동 25억원, 67개 대학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홍보 지원 9개 언론매체 통해 750여개 제품 홍보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전시회 10회, 상담회 4회 판매전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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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칭 2009년 지원 규모 평균경쟁률

판로지원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100여개사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 개발지원 5개, 홍보지원 8개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조성 6억원, 200개사

수출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업체당 평균 1,300만원

무역촉진단 파견 2,405개사, 업체당 평균 530만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3,363개사, 업체당 평균 530만원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41개사, 업체당 평균 4,600만원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320개사, 업체당 평균 1,400만원 1.80:1

창업·사업

전환 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612개사, 업체당 평균 4,000만원

에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818명, 1인당 평균 3,500만원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개발비 지원 120개 동아리, 평균 500여만원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44개팀 선발

중소기업 창업컨설팅 지원 805개사, 업체당 평균 360만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지원 4개 기관당 평균 1억7,500만원

대학 창업강좌 지원 94개 대학, 평균 600여만원

창업보육센터 확장 및 운영지원 16개 보육센터

기술창업학교 지원 27개 학교, 평균 5,000만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약 1,350개사, 175억원 

기업회생컨설팅 지원 40개사, 업체당 평균 1,500만원

사업전환 지원사업 337개사, 업체당 평균 4억 4,000만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성공창업패키지교육 10,000명

소상공인경영개선교육 90,000명

소매점 조직화 지원 38억원, 800개 점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3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261개 시장, 평균 6억 7,000만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6개 시장, 평균 10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 287억원

기타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1억원, 30개사

지식서비스 구매바우처 프로젝트 1,012건, 업체당 평균 1,100만원

자기계발 골드카드 121명 승인 발급

394     중소기업 징검다리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395 



자금·보증

1.  창업한지 5년된 회사로 자동차용 스프링 생산설비를 도입할 계획인데, 정부로부
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29

2.  지난해 3월에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어떤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30

3.  98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
라인 증설이 필요한데? 

32

4.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대만 업체와 5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구입 자금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34

5.  선풍기 생산외에 전기 온풍기 품목을 추가로 생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
원 받을 수 있나요? 

36

6.  음식점 개업을 위해 리모델링 등으로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운전자금
이 없는데 해결할 방안이 없나요? 

38

7.  ‘08년에 개발기술사업화 시설자금 3억을 대출 받았는데 추가로 운전자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34

8.  담보가 없어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됩니다. 신용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53

9.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 사업자도 정부로부터 보증이 한가요? 53

10.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 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납품대
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을 없을까요? 

60

기술 개발

1.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무급수 화장실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연
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73

2.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기
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나요? 

91

3.  휴대폰용 터치 패널 제조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려 하는데 생
산기술혁신 및 공정자동화에 필요한 R&D 자금이 있나요? 

102

4.  의약품 연구를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109

5.  난연 플라스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험장비가 고가이다 보니 자
체 해결이 어려워,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112

부록

찾아보기 색인목록 ① 지원 분야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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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소유의 냉동, 냉방 관련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화를 추진하려 하
는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81

7.  가전제품 PC기판 사출성형 업체로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 하려고 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22

8.  중소기업 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
안이 없는지요? 

127

9.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91

10.  창업초기 기업이라 R&D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런 창업초기 및 소규모 기업에
게 적합한 R&D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76

11.  정부에서 녹색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
한 제도가 있나요? 

288

인력

1.  지방소재 기업이라 기능 인력 구하기 어려운데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37

2.  동영상 검색엔진 개발기업으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1

3.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교육이 필요한데 소기업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
기 힘드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 있나요? 

149

4.  여론조사업 영위기업으로 이번에 8년 근속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중소기업 재직
자를 위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요? 

151

5.  4년대 대학입니다. 높은 실업률에도 대학생은 대기업을 더 선호하는데 중소기업
으로의 취업을 유도할 방안은 있는지요? 

153

판로

1.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은데 방법
이 있는지요? 

159
172

2.  등산용품 생산업체 몇 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시책이 있나요? 

187

3.  온수순환식 난방판넬 제품을 개발했는데 최근 판매가 늘면서 A/S에 대한 대응이 
어렵네요. 무슨 해결책이 없을까요? 

185

4.  건설 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성능인증을 받았는데 소기업 이라는 이유로 
구매담당자가 꺼려하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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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퓨전 소스를 개발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네요.  정부에
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책이 있나요? 

181

6.  업소용 가스렌지 개발업체로 국내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
네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183

7.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입찰 참여가 어렵네요. 공공기관 공사에 직접 납
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67

수출

1.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직원이 없다보니 수출 계약 진행이 더디는데 통·번
역을 지원받을 방법이 없나요?

201

2.  복분자 막걸리를 개발한 전통주 제조업체로 일본에 막걸리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시책을 활용할 수 있나요?

208

3.  국화 차류를 제조해 판매하는 수출 초보기업인데, 제품의 현지화를 위해 해외 컨
설팅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227

4.  TV 드라마에 노출된 소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런 사업도 ‘수출유
망중소기업’에 해당 되나요?

368

5.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는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부에서 제작 비용을 지
원 받을 수 있나요? 

205

6.  관심 있는 해외시장이 있어 시장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
는 방법이 있나요?  

201 
227

7.  수출제품에 대해 수입국의 해외규격인증을 요구하는데 인증 획득비용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13

8.  해외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정부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8

9.  해외 수출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데 믿을만한 해외바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
법이 있나요? 

227

10.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불이 넘었습니다.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시책이 있나요? 

223

창업

1.  지난해 2월 천안에 장난감 제조사를 설립한후, 최근 수출 물량이 늘어나 생산시
설 투자가 필요한데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253

2.  경기악화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이상 감소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기업도 활
용할 수 있는 시책이 있나요? 

286



3.  상품화가 가능한 사업아이디어가 있어 직접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지
원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239

4.  인쇄업을 하다가 업종을 전환하려고 인쇄기계와 공장을 매각할 계획인데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74

5.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세가 많네요. 가업을 승계할 경
우 세제감면 혜택은 없나요? 

275

6.  기존 업종을 접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데 정부에서 지원 주는 제도가 있
나요? 

271

소상공인

1.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업종 및 입지 때문에 고민입니다. 상권분석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15

2.  자영업을 하면서 경영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이 있나요? 

301

3.  SSM 진출로 동네 슈퍼마켓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시책은 없나요? 

319

4.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래에 매출 감소로 생계에 위협이 닥쳤을 때이를 대
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308

5.  미술교육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가맹점이 8개입니다. 앞으로 더 늘
어날 것에 대비해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활용할 시책은 있나요? 

317

6.  전통시장에 입주한 258개 점포의 상인들에게 상인교육을 할 예정인데 지원을 받
을 수 있나요? 

328

7.  1인기업(프리랜서)으로부터 영문브로셔 번역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51

8.  웹디자인 서비스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을 수강
하고 싶은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353

9.  만화를 그리는 1인 기업입니다. 외부에서 사무공간이 필요한데 사무공간을 저렴
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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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연구개발기업) R&D투자요건확인, 사업성평가, 확인증발급 361

이노비즈 인증 현장평가, 보증지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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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자금(소상공인자금,스마트샵육성자금) 신용조사 및 신용보증서 발급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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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 서류접수·검토 및 사업집행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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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맞춤형 창업강좌 및 컨설팅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345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연수 서류 접수 및 심사, 선정 346

장애인기업 판로개척 지원 서류접수 및 지원금 지급 347

KOTRA

수출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해외마케팅) 지원업체 선정 및 사업집행 223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해외시장성평가 및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23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아이디어상업화지원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집행 239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제안서 접수, 출자조합 선정 및 출자금 지원 261

전국상인연합회

시장경영혁신 지원 현장실사, 사업집행, 사후관리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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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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