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 ☎1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CEO가 즐겨찾는 정책 100선

내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



이 책을 펴내며

우리나라에는 우리 삶의 터전인 335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와 경영난을 완화하고자 수많은 정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CEO들이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know-where’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중소기업 CEO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정책 
100개를 엄선하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추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꼭 아셔야 할 알짜 정보만을 수록하여,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포켓북 형태로 
제작하였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각 페이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상세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사항은 통화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정책활용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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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별 활용하기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수출애로 상담 및 정부수출 지원 문의는 관련 전문가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수출지원센터를 활용

지역 전화 주소

서울
02)

2110-6329~37
(우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천정부청사 1동

부산ㆍ울산
051)

601-5161~6

(우612-704) 부산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제2전시장 3층

대구ㆍ경북
053)

659-2240~7
(우704-833)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ㆍ전남
062)

360-9190~3
(우502-200)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
031)

201-6940~8
(우443-76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대전ㆍ충남
042)

865-6150~5
(우305-343)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인천
032)

450-1132~8
(우405-849)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

강원
033)

260-1670~5
(우200-94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
043)

230-5370~7
(우363-883)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
063)

210-6480~7
(우560-2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
055)

268-2540~5
(우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
064)

753-8757~8
(우690-73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 수출지원

수출역량 강화 

주요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 수출초보기업 : 수출 100만불 이하
• 수출유망기업 : 수출 100만불 ~ 500만불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 500만불 ~ 5,000만불

World Class 
300

• 매출액 400억원~1조원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시장 진출 

주요사업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 상대국의 각종 해외규격인증 획득 

무역촉진단
파견

업종별 협ㆍ단체 등을 통해, 전시회 참가 등 
시장 개척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 현지의 민간 컨설팅 및 마케팅사를 통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활용

수출 인큐
베이터 활용

해외 주요거점의 수출 인큐베이터를 통해, 
사무공간 및 컨설팅을 활용

지사화 사업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수출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을 대행

 중소기업 수출지원 포털 사이트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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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355)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02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와 역량에 따라 무역교육, 디자인 개선,  

해외 시장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 직수출액 기준

수출초보기업   100만불 이하

수출유망기업   100~500만불 이하

글로벌강소기업   500~5,000만불 이하

지원내용 : 4개 분야 20개 프로그램

단계 지원분야 지원내용

수출
초보

수출교육

소요비용 90%
(2천만원 한도)

홍보 디자인 개발

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수출
유망

수출교육

소요비용 70%
(3천만원 한도)

제품ㆍ홍보 디자인 개발

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글로벌
강소

제품ㆍ홍보 디자인 개발
소요비용 50%
(5천만원 한도)

시장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신청기간 : 매년 1~2월

※ 꼭 알아두세요!

•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계에 3회 참여한 기업은 신청 안됨

•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우선 선정

해외순방외교 성과 활용 안내01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통해 도출된 경제ㆍ산업 부분의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

• 사이트 : president.globalwindow.org

주요 안내내용

•  한ㆍ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확대 등 총 11개 정상 공동성명 내용

•  한ㆍ중 경제통상협력 증진 MOU 등 총 92건 MOU 내용

•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6개 부처ㆍ기관에서 수행하는 
137개 지원사업 및 지원체계 안내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활용, 기업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원스톱 맞춤형 기업 지원

기업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기업 

사업
아이디어

• 지원사업 선별 
• 부처ㆍ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 

정부지원사업을  
토대로 해외진출

※ 꼭 알아두세요!

• “사업아이디어 제안”코너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 044-203-5685)

제안

(포털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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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02-6009-3913)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042-481-6833)

04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2017년까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100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연평균 2% 이상 또는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지원내용 : 20개 지원기관, 26개 지원시책 연계지원

주요내용 지원기관

• 사업비 50% 이내, 최대 15억원의 R&D 지원 산업기술진흥원

•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 소재ㆍ부품 글로파트너십사업(GP)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 국내외 전문활용 및 채용 지원
• 해외 전문인력 발굴ㆍ유치 등 3개 시책

산업기술연구회 외
3개 기관

•  기술보증, 신용보증, 투자상담회 등  
 11개 시책

수출입은행 외
10개 기관

•  경영컨설팅, 글로벌화컨설팅, 생산현장종합 
 지원사업 등 8개 시책

기업은행 외 8개 기관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 공고

•  사업관리시스템(pms.re.kr) 등록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우편ㆍ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전산접수증, 성장전략서(첨부서류) 

03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내 연 500만불 이상 직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 역량진단 후 3년간 1억원(연간 5천만원)  이내에서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 지원비율

글로벌 브랜드 개발 5천만원

총비용의

50% 이내

프로젝트형 자율 마케팅 5천만원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2천만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3천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 1천만원

• 글로벌강소기업 연계 R&D(2년, 최대 10억원, 60%)

•  정책자금(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10억→30억원), 기업ㆍ우리 등 
민간은행 금융상품 우대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꼭 알아두세요!

•  R&D 투자비율 5% 이상인 벤처ㆍ이노비즈ㆍ메인비즈 등 혁신형 
기업은 수출 100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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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외전시포털에 온라인 신청
 (www.sme-expo.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9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신청   소재지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에 
 직접(우편) 신청

 문의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 센터
 (☎ 042-481-7894)

06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AEO는 관세청에서 공인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기업임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공인 획득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른 AEO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WCO의 국제표준으로 수용

신청대상

•  수출업체,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물류공급망 당사자

공인 획득 시 혜택

•  수출입검사 간소화, 서류제출 생략 등 절차 간소화, 신용담보 
제공 등 자금부담 완화

•  국가간 상호인정약정(MRA)체결 국가*에서도 동등한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신청기간 : 연중

•  공인기준 결격사유 확인 → 공인기준에 따른 자체평가 및 충족여부 
확인 → 관리책임자 교육 → 예비심사(UNIPASS) → 공인신청서 
제출 → 공인(처리기간 12개월 이내)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꼭 알아두세요!

• AEO 공인 획득 컨설팅ㆍ교육 비용 지원

- 컨설팅   총 비용의 80% 이내(‘14년 1,600만원 한도)
-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 의무교육비용 기업당 75만원 이내

 신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575)

05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에 필요한 시험ㆍ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개성공단 입주기업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격  : CCC, CE, CU, NRTL 등 218종

• 일반인증 및 고부가가치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지원한도

일반인증 고부가가치 인증

내수기업 70%, 3천만원 70%, 5천만원

수출기업 50%, 3천만원 50%, 5천만원

•  기업당 1회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간 : 연 5회(2ㆍ4ㆍ6ㆍ8ㆍ10월)

•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꼭 알아두세요!

•   인증획득 업무를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컨설팅 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는 사업기간, 인증획득 가능성에 대해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  정부지원금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해외규격 획득의 완 료 
보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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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외전시포털에 온라인 신청
 (www.sme-expo.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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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08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해외 현지에 있는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민간 네트워크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 글로벌 컨설팅사

신청대상

 • 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한 중소기업

해외 민간 네트워크 : 48개국, 136개

• 상세현황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참조

지원내용

• 수출역량별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
- 전년 직수출 5백만불 미만 : 소요비용 70% 이내
- 전년 직수출 5백만불 이상 : 소요비용 50% 이내

• 국가별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

국가 지원한도

북미, 유럽, 러시아, CIS, 일본,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0백만원

중국, 동서남아, 기타 중남미 등 17백만원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서류 :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요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꼭 알아두세요!

•   현지 컨설팅 제공 분야는 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시장정보, 
기술제휴, 투자유치 등 전문서비스 지원

 신청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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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수출 기회 확보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여,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이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협회ㆍ단체 및 수출 
 유관기관(주관단체)

활용방법

•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1월 중으로 주관단체를 선정

• 주관단체에서 연중 무역촉진단 참여기업을 모집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참여기업 모집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해외
전시회

해외 전문전시회에 
한국관 운영

• 기업당 10백만원 한도
• 공통비용 50% 이내

시장
개척단

중소기업을 현지에 파견,
현지 바이어 상담

• 기업당 10백만원 한도
• 공통비용 100% 이내

수출
컨소시엄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해외시장 공동 개척

• 컨소시엄당 2억원 한도
• 공통비용 70% 이내

대·중기
동반진출

대기업 해외인프라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 과제당 2억원 한도
• 공통비용 60% 이내

•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꼭 알아두세요!

•   기업은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참여하고, 정부 지원은 
주관기관별로 사후 정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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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외전시포털에 온라인 신청
 (www.sme-expo.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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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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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   KOTRA 수출지원실
 (☎ 02-3460-7451)

수출 중소기업 해외지사 대행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를 1년간 대행하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까지 1:1 밀착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KOTRA 해외무역관(84개국, 122개소) 소재 지역에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시장조사   해외시장정보 수집/바이어발굴, 상담, 관리/출장

•  A/S    사업종료 후 협약기간 중 거래관계에 있는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에 한해 6개월간 A/S

• 부가서비스   사무공간 제공, 거래선 관리 등

신청기간 : 상시

• 신청서류 : 고용인원 확인서류, 거래업체 AEO공인요청서류, 
   거래업체 현황 등
* 지원기업은 해외 무역관 소관 지역의 수출유망 제품(소프트웨어, 문화상품 
포함)을 중심으로 해외무역관이 직접 선정

※ 꼭 알아두세요!

•   해외무역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계약체결 대행, 법적분쟁, 
무역클레임 해결, 홍보는 대행이 불가

•   선정된 기업은 참가비(350만원 한도)를 국가별 차등 납부해야 함

09

 신청   수출인큐베이터
 (www.sbc-kbdc.com)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수출인큐베이터 활용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할 경우  

해외 진출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단, 제조업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서비스 업종 중 일부 사행성 
업종 제외

수출인큐베이터 현황

• 미국, 중국, 독일 등 11개국 18개소, 260개실
*지역별 상세현황 : 홈페이지(www.sbc-kbdc.com) 참조

지원내용

• 기업별 개별 사무공간 제공 및 임차료
*입주면적당 기준임차료의 정부지원(1년차 80%, 2년차 50%)

• 비자 발급 등 조기정착 서비스

• 회계,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서비스

• 운영기관(KOTRA, 중진공) 서비스 연계

신청기간 : 연중

• 단, 입주기업 선정은 인큐베이터 공실 발생시 선정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온라인 신청 후 기타 증빙자료는 우편으로 제출

※ 꼭 알아두세요!

•   최대 4년 입주 가능, 3~4년차는 임차료 지원 없음

•   2014년에 중국 시안,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등에 신규 
인큐베이터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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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활용 상담   ☎ 1380 (www.fta1380.or.kr)

 상담분야    품목분류ㆍ관세율, 원산지결정 기준 등 일반 
궁금증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상담ㆍ지원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전국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현장방문 

FTA 컨설팅을 활용

지역 직통전화 지역 직통전화

부산 051-990-7125 강원 033-257-3068

대구 053-222-3111 충북 043-229-2729

인천 032-810-2836 충남 041-539-4581

광주 062-350-5863 전북 063-711-2045

대전 042-480-3045 전남 061-288-3831

울산 052-287-3060 경북 054-454-6601

경기 1688-4684(1) 경남 055-210-3043

경기(서북) 1688-4684(2) 제주 064-759-2577

꼭 알아야 할 제도 및 시책

 •   품목분류 애로해소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제도 및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및 
인증 수출자 제도

 •   개별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   FTA 컨설팅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FTA)은 회원국간 상품ㆍ서비스ㆍ투자ㆍ지식
재산권ㆍ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여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임

우리나라 FTA 현황 : 발효 9건, 타결 3건

구분 상대국 및 시기

발효

칠레, 2004년 4월 1일 발효

싱가포르, 2006년 3월 2일 발효 

EFTA 4개국, 2006년 9월 1일 발효 

ASEAN 10개국, 2007년 6월 1일 발효 

인도, 2010년 1월 1일 발효 

EU 28개국,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페루,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 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 2013년 5월 1일 발효 

타결

콜롬비아, 2013년 2월 21일 서명

호주, 2014년 4월 8일 서명 

캐나다, 2014년 3월 11일 타결 선언

FTA 활용절차

FTA 협정국에 수출시 FTA 협정국에 수입시

① FTA 발효국 여부 확인 ① FTA 발효국 여부 확인

② 품목번호(HS Code) 확인 ② 품목번호(HS Code) 확인

③ FTA 관세 혜택 확인 ③ FTA 관세 혜택 확인

④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④ 증빙서류 준비

⑤ 원산지 증명서 발급 ⑤ 협정세율 적용 신청

⑥ 수출 및 관련서류 보관 ⑥ 수입 및 관련서류 보관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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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TA 원산지 이해와 활용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을 부여하므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해당품목에 한정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 

구분 종류

일반 원칙 • 완전생산기준  • 역내가공원칙 등

기준 특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등

품목별 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등

•  결정기준 확인은 FTA 포털(fta.customs.go.kr)               
및 FTA 1380(fta1380.or.kr)에서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

• 협정에 따라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등이 다름

구분 유효기간 증명방식 증명주체

칠레 2년

자율증명 수출자
EFTA 1년

미국 4년

EU 1년

싱가포르 1년

기관증명 세관, 상공회의소ASEAN 1년

인도 1년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원산지 확인서’ 필요

 문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1380)

11 손쉬운 FTA 품목분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 확인은 관세율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품목번호란?

•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별로 
부여한 코드

•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코드, 7단위 이하는 국가별 세분하여 
달리 적용(우리나라 10단위, EU 8단위 등)

품목번호 확인방법

• 관세청ㆍ한국무역협회ㆍKOTRA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관세율은 6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정하므로 품목번호를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제도목적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에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번호를 회신받는 제도

신청시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신청서류   신청서, 물품설명서, 견본

신청방법    인터넷(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우편ㆍ방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처리기간   30일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신청사유    해외 관세당국 등의 원산지 검증확인, 해외선적 등 
수출 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처리기간   15일

 문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 042- 93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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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수출물품 HS Code 확인 

•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 양허대상 여부 확인 
(관세청 : fta.customs.go.kr)

➋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율 확인

•  FTA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 확인
(관세청 : fta.customs.go.kr, 대한상의 : cert.korcham.net)

➌ 원산지 소명자료 준비

•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도 및 원재류 투입증명자료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재료원산지 포괄 확인서

➍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증명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자율증명   관련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발행

➎ 관련서류 보관

•  FTA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원산지 관련자료를 수출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

12 ② 제3자 확인 및 인증수출자 제도

 문의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 042- 481-3211)

12 ①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기업의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ㆍ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의 결과서를 지역FTA

활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수출기업에 원재료ㆍ 부품 납품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2∼12월(연중)

신청하는 곳   전국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신청방법  각 지역센터에 비치된 제3자 확인사업신청서를 작성ㆍ제출

 인증수출자 제도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자에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합니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 및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

유효기간   3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원산지 품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수출자로서 원산지 
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

유효기간   2년

※ 꼭 알아두세요!

•  인증 만료시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ㆍ제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갱신 가능

신청자
서명
등록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문의   FTA 콜센터
 (☎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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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활용 컨설팅 

FTA 활용에 필요한 전 과정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컨설팅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ㆍ중견기업

컨설팅 내용

•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ㆍ판정

•  원산지증명서 작성ㆍ발급 및 증빙서류 유지ㆍ관리

•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컨설팅 기관

구분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수행
기관

지역센터
(전국16개)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지역 
본부세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www.fta1380.or.kr)

온라인 및 방문 온라인
(www.exportcenter.go.kr)

기간 2일 이내 10일 8일 6일

비용 무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0~30% 자부담

 무역조정지원 제도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게 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정책자금 융자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경영ㆍ기술 컨설팅 비용   80% 이내, 4천만원 한도

근로자 전직 및 직업훈련

신청하는 곳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14 FTA 컨설팅 및 무역조정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 02-769-6662)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 ERP와도 연계해 드립니다.

 FTA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종류

FTA-Pass (관세청)    PC용 버전은 개인 PC에 설치ㆍ사용, 
Web 버전은 다수 이용자 공동사용

FTA-Korea (무역협회)    Web 버전만 제공, 여러 수출회사와 거래시 
유용한 시스템으로 전자문서 교환 가능

신청대상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하는 곳

FTA-Pass   www.ftapass.or.kr

 FTA-Korea   www.ftakorea.co.kr

 기업 ERP와 연계 지원 

지원내용   기업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비용

서버 일체형   최대 3개월, 50% 이내, 700만원 한도

정보시스템 연계형   최대 3개월, 50% 이내, 1천만원 한도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매년 2∼3월(매년 2월 중 공고)

13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신청   중소기업정보화관리시스템
 (it.smba.go.kr)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 388 -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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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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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공기관 :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 점검대상 740개 기관을
포함한 2만6천여 개 공공기관

 •  최상위 공공기관(중앙정부 44개, 지자체 34개, 공사ㆍ공단 등 
662개)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여성중소기업제품   물품ㆍ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활용

공공기관 입찰정보 제공과 입찰 참여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구매 포털사이트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등록

•  회원 등록은 기본자료 입력 및 승인을 요청하고, 30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로 제출서류를 송부

•  회원 등록시 공공기관 입찰에 필요한 중소기업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공공구매론 활용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근거로 기업, 산업, 하나, 광주, 부산, 
경남 등 시중은행을 통한 신용대출을 지원

•  선수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

 • 온라인(www.smpploan.com)으로 신청 ·활용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공공구매 주요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물품, 공사, 용역)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현재 207개)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

중소기업 우선조달 (물품, 용역)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3억원)미만은 중소기업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물품, 공사, 용역)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우수조달제품 등13종에 대해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조달

    
 < 한눈에 보는 공공구매제도 >

구
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소기업 우선조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기청장 지정제품 非경쟁제품의 물품 ·용역 13개 분야 인증제품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참
여
제
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모든 기업

중소기업

0.6~1.9억원 2.3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0.3~0.7억원 1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제도와 손쉬운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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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546)

1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15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공기관별 발주명,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와 입찰 참여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까지 제공하는 공공기관 입찰정보 포털사이트 

입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www.smpp.go.kr

• 회원은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 가능

회원가입 절차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승인 요청

• 승인 요청 후 30일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해당 기술력 인증자료 
사본, 생산정보 증명서류 등

•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에서 기업등록 승인 후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서비스 활용

주요 서비스 내용

•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금액, 시기 등 입찰정보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 안내

•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기업일반현황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입찰시 필요한 각종 확인서 온라인 발급
*직접생산확인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확인서

• 성능인증ㆍ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ㆍ소액수의계약 신청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3)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제품을 조달해야 합니다.

* 제한경쟁입찰 : 사전에 지역, 참여자격 등을 제한하는 입찰방식 
지명경쟁입찰 : 미리 복수의 경쟁참가자를 지정하는 입찰방식

지정요건

• 국내에 직접 생산ㆍ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10억원 이상

지정 유효기간 : 지정하는 날부터 3년

지정절차

품목 신청    관련조합ㆍ벤처협회ㆍ이노비즈협회 또는 직접 생산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

*신청서식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접수ㆍ추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접수하여 공청회 등 의견조정 후   
중소기업청으로 추천

지정 공고    중소기업청에서 관계부처 협의 후 지정

지정현황 : 207개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 공공기관이 분리 발주하여 직접 구매

• 중기간 경쟁의 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필요

•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가격을 보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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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물품ㆍ용역은 수의계약 가능

 신청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중소기업

• 1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 참여 중소기업

신청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온라인으로 수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생산인력    4대보험 (택일) 사업장 가입증명

생산설비    필수장비 감가상각명세서 등

전기 사용실적    전기료 납부 영수증

생산공장 관련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처리기간   

현장 실태조사 생략품목   당일

현장 실태조사 필요품목   14일 이내

※ 꼭 알아두세요!

•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별로 신청

• 생산제품 중에서 확인을 받고자하는 개별제품 모두를 신청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공공기관은 공사발주 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정요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

지정절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동일

지정현황 : 123개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제품목록정보’ 참조 

직접구매 대상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 20억원 이상

•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 등 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직접구매 방법

•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직접구매 가능

직접구매 제외 경우

•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방ㆍ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원활한 자재수급 곤란 등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1616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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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13개 인증 제품

기술표준원   NETㆍNEPㆍGS
조달청   우수조달물품ㆍ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중기청    성능인증, 구매조건부ㆍ융복합 R&D 성공제품
산업부 등    성과공유기술개발품, 공동 R&D, 녹색인증제품 등

활용방법 : 해당인증 취득 후 지방중소기업청에 요청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

⇨
지방중기청에 
우선구매 요청

⇨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

활용 가능한 세부 지원시책

성능인증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절차   신청 → 적합성심사ㆍ공장심사ㆍ성능검사 → 인증

•  처리기간   신청에서 인증서 발급까지 최대 30일

• 인증 유효기간   성능 인증일로부터 3년
성능보험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인증제품의 납품 시 문제발생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제도

• 가입처 : 서울보증보험, 자본재공제조합 등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569)

③ 계약이행능력심사16

입찰가격 이외에 실제 그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고, 소기업 등에게도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기준 : 입찰가격, 납품이행능력, 신인도, 결격사유
*가ㆍ감점 (+3 ~ -2) 항목인 신인도와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10억원 미만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납품이행능력   신용평가등급 30

10억원 이상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이행능력   납품실적 5, 기술능력 10, 신용평가등급 30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용대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를 위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

처리절차

• 입찰공고 → 응찰 → 1순위 심사대상자 선정 →계약이행능력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

※ 꼭 알아두세요!

•  입찰공고일 현재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현행 2억 3천만원) 미만 입찰에서는 
신용평가등급 30점 부여  

우선구매 요청 시 
대상 공공기관을 명시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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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공공구매론 시스템
 (www.smpploan.com)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569)

18 공공구매 우대기업 19 공공구매론(Loan)

소기업ㆍ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공공구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일부 제품은  
소상공인ㆍ소기업ㆍ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

업종
참여 제한범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간판, 전시대, 안내판 미제한 0.5미만 0.7미만

사무용가구(금속제)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폐쇄회로텔레비젼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여성기업

•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 : 물품ㆍ용역은 5% 이상, 공사는 3%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 이하

• 여성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신청

장애인기업

• 공공기관 구매 비율 : 14년 0.45% 이상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5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각 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신청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

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선급금을 제외한 계약금액에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신용대출

참여은행 : 6개 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처리절차

7. 자금회수
5. 대출실행

공공기관

계약업체 은행

공공구매론

시스템

4. 계약ㆍ신용평가정보 수신

1. 계약 및 발주
6. 대금결제

2. 대출신청

3. 계약정보ㆍ계좌고정 확인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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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소기업 공동 A/S 센터20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전국 요소요소에 개설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통해 상품의 

전시,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해 드립니다.

판매장 위치

•  행복한 백화점(서울 목동) , 인천공항면세점, 인천항 여객터미널, 
KTX부산역, 명동매장, 청주매장, 휴&쇼핑(화성, 금산, 칠곡, 진영, 
경주 휴게소) 등

신청대상

• 상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및 그 상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  기술력 및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중소기업 및 시장 선도기업

참여 제한품목

• 판매처별 취급제한 품목
- 면세점 : 화장품, 주류, 담배, 식품일부, 해외제조 제품
- 휴게소 : 차량용품 및 디지털 제품 일부

• 대기업ㆍ중견기업 제품, 수입제품, 1차 식품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3개월 단위 제품 심사·선정)

※ 꼭 알아두세요!

•  적합성(40), 상품성(40), 마케팅력(20)을 종합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  HIT 500 선정제품, 아이디어/디자인 우수상품 및 신기술 상품 등은 
우선 선정

자금ㆍ인력이 부족해 자체 A/S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A/S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체 A/S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 참여 제품군(13개군)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참여 제한제품

• 국내 제조가 아닌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해외 OEM, 단순 수입,
   도소매업 등)

• A/S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의류 
   등 일회성ㆍ소모성 생활소비재

지원내용 

•  콜센터 및 전문 상담요원을 통한 각종 고객문의 및 민원 관리

• 제품 수리ㆍ교환ㆍ반품에 대한 A/S 처리

• 각종 A/S 인식개선 및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상담사례, 불만사항, 구매정보 등을 DB화하여 제공

신청기간 : 연중 수시(월 1~2회 제품 심사ㆍ선정)

※ 꼭 알아두세요!

• A/S 지원은 최장 5년(기본 3년 + 연장 2년)

 신청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www.smmarketing.go.kr)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398)

 신청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www.smmarketing.go.kr)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 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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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기업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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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22 중소기업제품 홍보

언론,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국내 중소기업 제조 제품(소프트웨어 제품 가능)

참여 제한제품

•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 의약품, 건강보조 식품, 산업재,  
 원ㆍ부ㆍ중간재류

지원내용 

• 매체 홍보    주요 언론 매체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제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 온라인 홍보    소셜커머스사에 전용관을 개설하여 중소기업제품을 
입점하고, 필요한 온라인 컨텐츠 제작

• TV홈쇼핑    주요 TV홈쇼핑사와 공동으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선정, 무료방송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용 영상 제작

신청기간 : 연중 수시(월 1회 제품 심사ㆍ선정)

※ 꼭 알아두세요!

•  전문적 광고 대행 또는 광고비 지원은 아니며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약정을 맺은 9개 홍보매체 중에서 중소기업제품 홍보 코너를 통해 
제품을 소개

 신청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www.smmarketing.go.kr)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 481- 4398)

23
정부출연(연) 
중소기업통합센터   42

2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43

25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44

2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45

2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46

28
중소기업 융ㆍ복합
기술개발사업  47

29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48

30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49

31
기술자료 
임치제도   50

32
이노비즈 
확인 제도  51

33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52

34
경영혁신 플랫폼 
정보화 지원  53

R&D 및 ICT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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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D! 잘 활용하면 혁신의 밑거름 

기본적인 신청서류

주요서식 비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공통

Part II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 시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기술료 납부

•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정부 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 일시납부 및 조기납부시에는 20∼40% 감면

알아두면 좋은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치

설치신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 3460- 9114)

설치지원   중기청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주요혜택   조세, 연구인력 채용, 정부 R&D 우대 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

•  현재 경영혁신활동을 수행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수행하여 
혁신 성과를 얻고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유효기간 3년)

• 인증문의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02-2230-2143)

정부 R&D 현황

•  정부 R&D 중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규모는 13.2%, 2조원 수준
(12년 기준) ⇒ ‘16년까지 18%까지 확대

•  미래부, 산업부, 중기청, 방사청 등 관계부처에서 각 부처 특성에 
맞게 지원 중

*  중기청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 운영
*  타부처    원자력기술ㆍ에너지ㆍ국방기술 등 해당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에 초점, 대부분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중소기업청 R&D 사업

사업현황

     저변확대   R&D 초보기업 및 창업기업 등이 정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예산 확보

*주요사업 :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ㆍ공정개선 R&D

선택집중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기술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

*주요사업 :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R&D

인프라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기획지원 등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주요사업 : R&D기획,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활용

지원절차

참여시 우대 및 제한사항

우대사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등 항목에 
따라 1∼3점

제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의무사항불이행 등은 지원 제외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현장조사 대면평가

사후관리 과제관리 협약ㆍ지원 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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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 481- 4451)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기관지원팀
 (☎ 02-2110-2495)

24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23 정부출연(연) 중소기업통합센터

중소기업이 전화 한통만으로 기술 애로사항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 

정부출연 연구소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애로기술 해결, 출연(연) 보유 특허ㆍ장비ㆍ인력DB 공개, 연구인력 
 지원, 사업화정보 제공, 기술이전 등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접수

중소기업 애로사항 처리 절차

애로사항
접수

담당 연구원
지정

애로사항
해결

사후 점검

콜센터
지역센터

 등에 접수

애로사항
분석 등 담당 
지정

기술개발, 
장비지원

만족도 조사

< 전국 센터설치 연구원 >

KISTI(서울), KITECH(인천ㆍ경기,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부산), 
KBSI(충청), KIST(강릉), KIMM(대전), NFRI(전북), KRICT(울산), 
KERI(경남), KIER(제주)

수출유망ㆍ수입대체 품목, 창조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등의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과제를 제한하는 지정공모와 

제한이 없는 자유응모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전략 기술개발 과제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수출제품 또는 수입대체 품목(지정공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10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신청대상 전년도 수출 3백만불 이상 등

신청기간 매년 2월

 
 혁신기업 기술개발 과제 

•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 등 창조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의 
미래유망 기술(자유응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5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대상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신청기간 매년 1월, 6월

 기업서비스 연구개발 과제 

•  모바일 서비스 제품, 비즈니즈 모델 개발 등 제품ㆍ지식서비스 분야 
(지정공모, 자유응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1년 이내, 2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대상 중소기업(업종 제한 없음)

신청기간 매년 4월

1379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접수 
-  전화 한통, 3일 안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통합센터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출연(연) 
보유 기술, 장비를 안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 접수

12개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상담센터와 각 출연 
(연)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사항 접수, 상담

1379
www.smehappy.re.kr

기술지원 상담 앱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Off line
12개 지역별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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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 481- 4444)

 신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 481- 4445)

26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25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장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 및 

1인 창조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과제 

•  개발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대상(자유응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1년 이내, 2억원(총사업비의 90%) 이내

신청대상
창업후 7년 이내이고,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신청기간 매년 4회(2ㆍ4ㆍ6ㆍ8월)

 1인 창조기업 과제 

•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및 예비기술창업자를 
대상(자유응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1년 이내, 1억원(총사업비의 90∼100%) 이내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및 이공계 대학(원)생 등 예비기술창업자

신청기간 매년 2~4월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통한 건강진단 수진   
창업과제는 해당 지방중기청에 방문상담 및 신청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 서면평가, 현장조사 후 대면평가 실시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해외바이어 등)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합니다.

 수요조사과제 

• 국내 수요처(대기업ㆍ공공기관 등)에서 개발 제안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5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기간 매년 3회(3ㆍ6ㆍ9월)

 중소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기술 아이디어를 수요처에 제안하고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1년 이내, 2.5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기간 매년 3회(3ㆍ6ㆍ9월)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KOTRA의 해외 네크워크를 통해 발굴한 지원과제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글로벌
협력과제

2년 이내, 5억원(총사업비의 50%) 이내
매년 2회(3ㆍ8월) 신청

기업제안
과제

1년 이내, 1.5억원(총사업비의 50%) 이내
매년 3회(3ㆍ6ㆍ9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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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 481- 4452)

 신청   기술개발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 481- 4458)

28 중소기업 융 • 복합 기술개발사업27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사업입니다.

 첫걸음 기술개발 과제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1년 이내, 1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신청기간 매년 4회(2ㆍ4ㆍ6ㆍ8월)

 도약 기술개발 과제 

일반과제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산연전용   연구기관과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마을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일반과제
1년 이내, 1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매년 4회(2ㆍ4ㆍ6ㆍ8월)

산연전용
1년 이내, 1.5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매년 1회(4월)

연구마을
1년 이내, 1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매년 1회(4월)

기업부설
연구소

2년 이내, 2억원(총사업비의 75%) 이내

매년 1회(4월)

중소기업 주관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기술보증과 연계(기업선택)하여 지원합니다.

 융복합 과제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ㆍ기획한 융합 
기술과제(지정공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6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신청기간 매년 1회(3월)

 센터연계형 과제 

•  중소기업 신청과제 중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에서 기획ㆍ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과제(자유응모)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6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신청기간 매년 2회(3월, 8월)

 이전기술 과제 

• 연구기관ㆍ대학 등의 특허기술의 중소기업 이전과제

구분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부지원 2년 이내, 6억원(총사업비의 60%) 이내

신청기간 매년 1회(6월)

※ 꼭 알아두세요!

•  기업부담금 40%는 현물 25% 이내, 현금 15% 이상으로 구성
(단, 현금은 기술보증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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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 - 4262)

 신청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044-203- 4032)

30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29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나노, 바이오,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신산업 및 주력산업분야에서 

정부가 미리 공지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지원분야

창의산업   지식서비스, 바이오 등 분야의 20개 과제

소재부품산업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등 
분야의 48개 과제

시스템산업    생산시스템, 로봇,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의료기기 등 
분야의 43개 과제

지원내용

지원기간   3~5년 이내

지원규모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신청기간 : 매년 2월~4월

※ 꼭 알아두세요!

• R&D 완료 후 기술료 납부(납부 방법은 선택 가능)

 정액기술료  정부지원금의 10%, 5년 균등 납부

경상기술료    착수 시 정부지원금의 5%, 완료 후 기술개발로 발행한 
매출액의 1.25%, 10년 균등 납부 

핵심 소재ㆍ부품 및 특정 소재분야에서 정부가 미리 공지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ㆍ  
대기업

지원분야

투자자연계형    핵심 소재ㆍ부품 중 정부가 미리 공지한 금속, 세라믹, 
화학, 자동차 등 172개 품목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 유치 필요

벤처형전문소재   특정 소재분야 중 정부가 미리 공지한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 31개 품목

지원방식

지정공모   투자자연계형 172개 품목, 벤처형전문소재 31개 품목

자유공모    투자연계형에 한해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규모   6억원 이내/년,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

신청기간 : 매년 4월

※ 꼭 알아두세요!

• R&D 완료 후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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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문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 042- 481- 4437)

 신청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 481- 4400)

32 이노비즈 확인 제도31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대ㆍ중소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등록ㆍ보관할 경우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 모방특허 및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중소기업

임치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  제조 ㆍ생산 ㆍ판매 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영업비밀)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임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꼭 알아두세요!

•  내부 임직원을 통해 기술자료 유출시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가능

•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를 부담 

 (신규 30만원/1년, 갱신 15만원/1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선정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 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대상

•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
*여관업, 일반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선정절차

온라인 신청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 기업 등록 후 자가진단

현장평가    자가진단 결과 650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 실시

* 기술혁신시스템평가 700점(1,000점 만점) 이상 및 개별기술 평가결과  
B등급 이상

확인서 발급   본사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지원내용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0.2% 감면 및 전액보증, 서울보증보험 이행 
 보증 보험료율 10% 우대

• 코스닥 상장조건을 자본금 15억원 이상으로 완화

• 정책자금, R&D, 병역특례업체 추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 지원시책 참여 시 우대

신청기간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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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 
(it.smba.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 481- 4405)

 신청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 
(it.smba.go.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 481- 4405)

34 경영혁신플랫폼 정보화 지원33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제조 현장에 POP, MES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정보화지원사업입니다.

* POP(Point Of Production) : 생산시점관리 
MES(Manufacturing Of Execution System) : 제조실행시스템

신청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등록 
및 생산ㆍ제조설비 보유기업
* 소기업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신규과제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 
총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6천만원 지원

개선과제    기존 정보시스템의 보수ㆍ업그레이드를 대상, 
총 사업비의 50%까지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기간 : 매년 2∼3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꼭 알아두세요!

•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은 평가시 가점 5점 우대, 주조ㆍ금형ㆍ
용접 등 뿌리산업 기업은 우선 지원함

• 기업은 사업 참여시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부담금의 70% 이상은 현금 부담)

조합 등 동일ㆍ유사 업종군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경영지원 솔루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 자원을 한곳에 모아 가상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는 단말기(PC, 모바일 등)를 이용해 정보화 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빌려 사용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협회 및 사업자단체

지원내용

S/W 개발   협회 ㆍ 단체의 개발수요를 조사 ㆍ선정하여 전문 IT기업을 
통해 개발

*공통 활용이 가능한 공동 A/S 관리, 주문ㆍ배송 관리, 공동구매ㆍ판매 등 
  업무용 S/W를 대상

S/W 활용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협회ㆍ단체의 회원사는 S/W를 
무료로 활용

지원한도 : 선정 과제당 최대 2.5억원 내외

신청기간 : 매년 2∼3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꼭 알아두세요!

•  2014년 하반기부터 솔루션 유지관리, 활용교육 및 컨설팅을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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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35
창업기업 
지원자금  58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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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59

37
투ㆍ융자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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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긴급경영 
안정자금  61

39
사업전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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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자금  63

41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64

42
소상공인 
지원자금  65

43
신용보증 제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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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70

45
수출금융 융자
   71

46
무역보험 제도  
  72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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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자금별 2014년 지원규모

자금명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억원)

창업기업
지원자금

창업기업지원

13,000
11,000

청년전용창업 1,500
재창업지원 500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
3,500

3,000
중기청 소관R&D연계지원 500

신성장기반자금

신성장기반

8,350
6,850

협동화 1,000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500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1,700
1,605

무역조정 95
긴급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사업
1,000

250
수출기업지원 750

투융자복합
금융자금

이익공유형
1,500

1,150
성장공유형 350

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지원

9,150
6,150

소공인특화지원 3,000
계 38,200 38,200

 자금별 지원조건

자금명 용도 융자기간 기준금리

창업기업지원자금
시설 8년

기준금리△0.15%
운전 5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시설 8년
운전 5년

신성장기반자금
시설 8년

기준금리+0.4%
운전 5년

사업전환자금
시설 8년

기준금리△0.15%
운전 5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 5년 기준금리+0.9%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시설 5년 별도기준

운전 5년 적용

소공인특화자금
시설 8년

기준금리+0.4%
운전 5년

정책자금 지원개요

신청시기 : 매년 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매월 1일~1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매월 1일~5일

•  재창업자금, 협동화 ㆍ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11일~20일

융자한도 :  융자잔액 기준 45억원(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기업 매출액의 150% 이내

대출금리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정책자금 융자 체계

온라인 융자신청
(건강진단 신청)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 건강진단신청서, 정책자금
   활용계획서 동시 온라인 전송

●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여부 검토 및 상담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건강진단

신청ㆍ접수

융자결정

직접대출 대리대출

일반방식 진단방식

기업평가 기업진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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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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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02-769- 6700)

36 신성장기반 자금35 창업기업 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초기기업의 

기업활동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신청시기 : 매월 1일~10일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방법

사업명 세부내용

창업기업지원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청년전용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교육 ㆍ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대출
민간금융매칭형  취급은행이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재창업지원
기업평가 및 도덕성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대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성장기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업력 7년 이상 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협동화 ㆍ협업사업    3개 이상 기업이 협동화실천 계획을 승인 
또는 2개 이상 기업이 협업사업 계획을 승인

신청시기 : 매월 1일~10일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대출방법 :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꼭 알아두세요!

• 시설자금의 대출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   15년 이내(거치 5년 포함)
협동화 ㆍ협업사업 승인   10년 이내(거치 5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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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긴급경영 안정자금37 투 • 융자 복합 금융자금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익공유형 대출  

신청대상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 미래 성장성이 커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신청시기   매월 11일~20일

대출금리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 5억원)
* 고정금리로 대출 후 지원기업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이익연동  이자 
(영업이익의 3%)를 후취하는 방식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대상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민간 창업투자회사(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신청시기   수시

대출금리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는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한도 45억원(운전 연간 10억원)

※ 꼭 알아두세요!

•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방식으로 신청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재해피해 복구 등 중소기업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긴급경영안정 대출 

신청대상   재해 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신청시기   수시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재해 중소기업은 연 2.7%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수출금융지원 대출 

신청대상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신청시기   매월 11일~20일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대출기간   180일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꼭 알아두세요!

•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 방식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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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도전기업인 재창업 자금39 사업전환 자금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업종 전환 또는 업종 추가를 위한 생산시설투자,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업종이 전체 매출액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며, 사업전환의 대상일 것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신청시기   매월 11일~20일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기업에서 선택)

※ 꼭 알아두세요!

• 전환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융자제외 대상업종    숙박ㆍ음식점업, 금융ㆍ보험업, 건설업, 부동산업, 자동차  

임대업, 법무ㆍ회계ㆍ세무 서비스업 등

•  현 영위업종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정직한 실패기업인일 경우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저신용자/신용불량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재창업 준비 중 또는 재창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신청시기   매월 11일~20일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잔액기준 45억원 이내(지방소재 50억원) ,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

대출방법   중진공 직접대출(대리대출 선택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우선, 중진공 지부에서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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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상공인 지원자금41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10인 미만 기업

• 도 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 기업

신청시기/장소   수시/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방법   대출 취급은행(20개)

 소공인 특화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5억원(운전 1억원)

대출방법   중진공(직접대출)

중소기업 우수기술 및 개발기술의 제품화 ㆍ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전략산업    녹색 ㆍ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 · 소재산업, 
지역전략ㆍ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등

•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 등

신청시기 : 매월 1일~10일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 3년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 5억원 이내)

대출방법   중진공(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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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신청 및 상담
(중소기업)

자료수집 ㆍ조사
(보증기관)

보증심사 ㆍ승인
(보증기관)

약정체결
(중소기업)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주요내용

●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 보증신청 타당성 및 신용상태 사전검토

● 조사 ㆍ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자료 검토, 사업장 방문 등 신용조사

● 법령 ㆍ규정상 보증대상 여부 검토
● 보증지원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 ㆍ 승인

● 채무관계자 자서날인

●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신청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및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 - 6565)

43 ① 신용보증 기금43 신용보증 제도

구매 ㆍ운영자금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해 기업가치 및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주요보증제도

구분 내용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출계약체결 등 수출잠재기업을 포함한 수출기업을 
보증

창업기업보증
지원프로그램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을 보증

지식재산 보증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소요자금을 보증

SMART
융합보증

ICT, S/W 도입, 산업융합 신제품, 첨단융합
품목 생산 등의 소요자금을 보증

M&A 보증 합병, 영업양수 등 M&A 소요자금을 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상시종업원(정규직)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
훈련비 등의 소요자금을 보증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서류 : 기업의 사전동의 후 신보에서 직접 수집

※ 꼭 알아두세요!

• 신보가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담보로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내 소기업 ㆍ소상공인 보증

보증한도/보증료율

신용보증기금   30억원/0.5~3.0%
기술보증기금   30억원/0.5~3.0%
지역신용보증재단   8억원/0.5~2.0%

보증종류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보증, 전자상거래보증 등

처리절차

 문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 481- 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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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 -7365)

 신청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및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 1544 -1120)

43 ③ 지역신용보증재단43 ② 기술보증기금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주요 보증내용

보증종류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 시설대여보증, 

특례보증 등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
*보증한도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받은 금액을 포함

보증분야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분야 내용

운전자금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주요 보증제도

구분 내용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우수기술ㆍ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보증

창업기업보증
지원프로그램

창업 후 3~5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표자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3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을 보증

시설자금
특례보증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을 보증

R&D보증
중소기업 R&D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R&D 
단계별 맞춤형 R&D자금을 보증 

특허기술가치
평가보증

등록된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가치평가를 거쳐 산출된 
기술가치금액을 보증

지식재산(IP)
보증

등록ㆍ미등록 지식재산에 대해 산출된 
가치금액 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기술산업융합
특례보증

기술ㆍ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ㆍ
사업 중인 기업의 단계별 소요자금을 보증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서류 : 기업의 사전동의 후 기보에서 직접 수집

※ 꼭 알아두세요!

• 기보가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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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02-769-6700)

 신청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문의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 1588 - 6565)

45 수출금융 융자44 매출채권보험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초기 중소기업이 

필요한 수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

 (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코자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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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비용을 대상

신청시기 : 11일~20일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 가산

대출기간  180일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등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대출방법 : 중진공(직접대출)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을 신용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구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모 업력 업종

매출채권보험 중소
기업

제한
없음

제조업, 제조관련도매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 
기반 서비스업어음보험

보험종류

유형 종류 보험대상

매출
채권
보험

하나보험 개별 구매처에 이미 발생한 매출채권

한사랑보험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일석e조보험 개별 또는 모든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어음
보험

개별어음보험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포괄어음보험 포괄한도 설정 후 개별 구매처에서 수취할 어음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의 0.1~5.0%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2개월 이상 상환하지 아니한 때

• 구매자가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등

보상한도 :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 매출채권보험 : 계약자에 대해 최고 30억원

• 어음보험 : 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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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기업 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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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신청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sure.or.kr)

 문의   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 1588- 3884)

46 무역보험 제도

47
병역대체 
복무제도    76

48
외국인고용

허가제  77

49
청년취업

인턴제  78

50
고용창출지원   
사업  79

51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80

52
중소기업 
특성화고  81

5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82

54
중소기업

계약학과   83

55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84

56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  85

57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86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무역보험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수출 중소기업 

수출 단계별 이용 가능한 무역보험

수출 단계 지원서비스

수출상담ㆍ계약 대응 • 수입자 신용조사

상품수출 후
수출대금 미회수 대응

• 중소기업플러스보험
• 단기수출보험(일반상품)

원자재 조달, 생산 등
자금조달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前)

외상거래시 자금
유동성 문제 대응

• 수출신용보증(선적 後)
• 수출신용보증(Nego)
• 단기수출보험(EFF 보험)

이용절차

수입자 신용조사   신청 → 조사ㆍ평가 → 보고서 조회 → 수수료 납부

보험    신청 → 수출자 신용조사 → 거래수입자 등록 → 책임금액 
선택 및 보험료 납부

보증    청약 → 신용보증 한도심사 → 약정 체결 →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부 대출

※ 꼭 알아두세요!

• 상품별 신청서류, 지원내용, 지원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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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중소기업 인력정책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고용부    워크넷ㆍ잡영, 우리사주제도,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 
고용 환경개선 등

중기청    우수 중소기업 DB 운영,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중소 기업 인식개선 등

기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 과세 특례, 
취업청년 소득세면제 등

지원시책 안내 사이트

사이트명 홈페이지주소 내용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중기청)

sanhakin.smba.go.kr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산업기능 요원 사업  
안내ㆍ신청

워크넷
(고용부)

www.work.go.kr
채용정보, 직업훈련 등  
정부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고용부)

www.ilmoa.go.kr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안내

외국인고용
관리시스템

www.eps.go.kr
고용허가제 개요, 절차  
안내 및 민원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고용부)

www.ei.go.kr
고용보험 개요 및 고용보
험기금 활용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청년인턴제
(고용부)

www.work.go.kr/
intern

청년인턴 채용정보 및  
구직정보

RNDJOB
(산기협)

www.rndjob.com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고용노동통계
(고용부)

laborstat.moel.go.kr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직종별 고용노동 관련  
기본통계 제공

중소기업 인력현황

중소기업 종사자

종사자수(만명)   (06) 1,068 → (12) 1,306

종사자 비중(%)   (06) 87.3 → (12) 87.7

중소기업 구인난 현황

규모ㆍ지역    규모가 작고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일수록 인력 

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5~9인) 4.1, (10~29인) 3.0, (30~99인) 2.6

*인력 미충원률(%) : (수도권) 14.7 ↔ (비수도권) 16.6

직종ㆍ연령   고급인력과 청년층 인력채용에 어려움
*인력부족률(%) : (연구직) 3.1, (기술직) 4.1, (기능직) 3.0

*연령별 구성비(%) : (20대) 12.0 (30대) 31.0 (40대) 33.4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중기청), 특성화전문대학 육성(교육 

 부), 산학협력선도대학(교육부) 등

분야별 인력채용 지원

•  병역대체복무제도(병무청), 고용허가제(고용부), 청년취업인턴제

(고용부), 고용창출지원(고용부) 등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  중소기업 훈련지원(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고용부), 

중소기업연수원 연수사업(중기청),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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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문의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 481-2816)

48 외국인고용허가제 47 병역대체복무제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 제조업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을 1인 이상 고용해야 함

구인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센터 워크넷 등을 통해 7일~14일간 구인 활동

②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센터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www.eps.go.kr)에 신청

*신청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③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센터에서 3배수 이내 외국인근로자 알선, 
적격자 선정 후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외국인근로자에 송부

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

⑥ 입국 및 취업교육   입국 후 2박3일 취업교육
* 취업교육비(사용자 부담) : 제조업ㆍ서비스업 195천원, 농축산업ㆍ어업 210
천원, 건설업 224천원

업종별 대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ㆍ서비스업), 
농협중앙회(농축산업), 수협중앙회(어업), 
대한건설협회(건설업)

*구인신청, 고용변동신고 등 입국전후 각종 신청 대행

※ 꼭 알아두세요!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표준근로
계약을 반드시 준수

병역법에 따라 입영대상자(현역병, 보충역)가 병역지정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구분

산업기능요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등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ㆍ박사 등이 학문ㆍ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자격 및 지정요건

구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업체

중소기업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
추천기관

중기청, 문화부 등 미래부

업체
지정요건

중소기업  법인,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벤처기업  산학협력 실시기업, 
                5인 이상

중소기업  석사 2명 이상               
                 연구원 확보
중견기업  석사 5명 이상 
                 연구원 확보

요원자격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보충역  조건 없음

자연계 석사 이상

근무기간
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36개월

신청기간 및 접수처

산업기능요원   매년 6월, 지방중소기업청

전문연구요원   연2회(1, 6월) 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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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신청   청년인턴 홈페이지
 (www.work.go.kr/intern)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50 고용창출지원사업49 청년취업인턴제

실업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모든 기업

•  일부사업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등(300명 
이하)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지원

지원분야

일자리함께하기

신규고용근로자 인건비 : 모든 기업  근로자수 1인당

구분 기간 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1년 180만원 720만원

제
조
업

대규모 기업 1년 225만원 9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교대제 개편)

1년
(2년)

270만원 1,080만원

(270만원) (2,160만원)

설비투자비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6개월간 증가한 근로자수를  
산정, 사업주 투자비의 1/3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고용환경개선(우선지원 대상기업)

시설비 지원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 이내, 5천만원 한도
인건비 지원   증가 근로자수 1인당 120만원, 30명 한도

전문인력 채용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

• 전문인력 1인당 1년의 기간내에서 총 1,080만원

신청기간 : 연 6회(2ㆍ3ㆍ5ㆍ7ㆍ9ㆍ11월)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등에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신청대상

기업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ㆍ향락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등은 제외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지원내용

인턴기간   기업 규모별로 1 ~ 6개월
*50인 미만 : 6개월, 50~99인 : 4개월, 100인 이상 : 3개월

지원수준   인턴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

지원한도   인턴 1인당 월 8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   월 65만원, 6개월
*인턴에게는 별도 취업지원금을 지급(제조업 : 220만원)

인턴 채용한도 : 상시근로자의 20 ~ 30%

• 5 ~ 10인 미만 : 30%, 10 ~ 50인 미만 : 25%, 50인 이상 : 20%

신청기간 : 수시

• 신청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 꼭 알아두세요!

•  지원금 신청은 인턴 근무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전국 114개 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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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소기업 특성화고51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에 산학협력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우수한 

졸업생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 가능 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 : 160개교

• 공업 103개교, 상업 48개교, 가사 9개교

지원내용

기업    3자 취업협약(기업-학교-학생) 체결 시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추천(산업기능요원 최대 5명 배정)

학교    교과과정 개발ㆍ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 중소기업
취업맞춤반 운영비 등

학생    올바른 직업관 확립,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Career관리,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

신청기간 : 기업은 연중 수시

• 학교 :   매년 2~3월

※ 꼭 알아두세요!

•  플라스틱연합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등 중소기업 협회·단체와 
특성화고 간 MOU를 통한 인력 채용을 지원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및 경력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분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

    파견대상   석ㆍ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소속 연구원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신청기간   연 4회(3ㆍ5ㆍ8ㆍ10월)

    신청   산업기술연구회(www.istk.re.kr)

경력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대기업ㆍ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박사는 3년 이상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연봉의 50%(5천만원), 최대 3년

    신청기간   연 3회(3ㆍ6ㆍ9월)

    신청   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신규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

    채용대상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지원내용   기업별 2명, 연봉의 50%, 최대 3년
  *석사 : 1,350만원 한도, 박사 : 1,650만원 한도

    신청기간   연 3회(3ㆍ6ㆍ9월)

    신청   산업기술연구회(www.istk.re.kr)

 신청   중소기업인력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smba.go.kr)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5)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044-203- 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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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소기업 계약학과53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신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대학교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 481-4471)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69)

정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입학할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대표자 제외)로 소속기업이 추천하는 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현황 : 40개 대학, 43개 학과

석사 과정   한성대ㆍ부산대 등 13개 학과
학사 과정   동아대ㆍ산업기술대 등 17개 학과
전문학사 과정   두원공과대ㆍ울산과학대 등 13개 학과

지원내용

 학생    등록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30%는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기업에서 15%이상 부담)

기업    소속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입학방법

•  대학별 학생 모집기간에 참여희망 기업이 대학에 소속 근로자를 
추천하면 대학이 입학심사 후 학생 선발

※ 꼭 알아두세요!

•  근로자가 입학이 가능한 권역은 대학과 재직 중인 사업장의 거리가 
100km 이내일 경우

• 재학 기간 중 자의적 퇴사의 경우 제적 처리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5년 이상 재직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가입대상

• 중소기업이 지정하는 핵심인력

주요내용

가입기간   5년(최초 가입), 3~5년(재가입)
 납입금   5년간 최소 1,000구좌 이상(1구좌=1만원)
 - 납입 비율 핵심인력:중소기업=1:2 이상으로 매칭 납입

성과보상 급여    핵심인력이 5년 이상 근무 시 기업과 본인납입금
   전부 수령

*중도 퇴사 시에는 본인 납입금만을 수령

기업 납입금 세제 혜택

• 법인세 손금 산입 또는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25% 추가 세액공제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은 2014년 8월 이후에 공식 
 출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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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55 중소기업 작업환경개선

 연수사업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 031- 490-1472)

 능력개발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17)

 문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지원팀(☎ 052-7030-625)

 중소기업 연수사업 
중소기업 CEO 및 근로자에게 신경영기법, 현장실무, 기술연수 등 연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대상자

신청기간 : 수시

연수비 감면대상

연수과정 적용대상 및 절차 할인율

공개집합연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20%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기업 50%

신규과정(연수과정심의 적합판정과정) 3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기간 : 수시

지원내용

훈련비   1일 8시간 이상 훈련 시 표준훈련비 100%
기타   대체인력인건비, 숙식비, 훈련수당 등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유해 ㆍ위험요인 시설 및 장비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 현장

지원내용

•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 
*지원 비율 : 10명 미만 70%, 10명 이상 50%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또는 방문 접수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 예방시설 설치지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 대표자 협의회 대표, 
사업주 등

지원내용

•  산업단지 내 산재 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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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기업 자금(융자)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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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58
창업선도대학   90

59
청년창업 
사관학교   91

60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92

61
창업아카데미  
   93

6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94

6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95

64
이스라엘식

창업프로그램   96

65
미래글로벌창업 
지원센터   97

66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98

67
창업보육센터

입주  99

68
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입주  100

69
스마트창작터  
  101

70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102

7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103

72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104

창업기업 지원 가이드

 신청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문의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
 (☎ 042-481-4471)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국민ㆍ민영ㆍ공공 및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ㆍ민영ㆍ공공 및 국민임대주택

지원절차

• 유형1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중 5년ㆍ10년 임대주택 및 분납 
임대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지방중소기업청   배점에 따라 점수 산정 후 주택공급자에게 추천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 유형2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우선공급 신청

   지방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공급자에 신청 

   주택공급자(LH 공사 등)   요건 확인 후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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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창업 도전, 지금이 적기!

   단계별 창업 지원시책

단계 주요 사업

① 재기
● 재기교육                   ● 재창업 자금 융자
● 재기법률 서비스       ● 재기기업 전용 R&D 등

② 준비

● 청소년 비즈쿨          ● 창업대학원
● 창업선도대학           ●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아카데미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 참살이 실습터

③ 실행

● 시제품 제작터          ● 벤처 연계 기술창업 지원
● 창업맞춤형 사업화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이스라엘식 창업       ● 글로벌창업지원센터
● 창업보육센터           ●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

④ 성장
● 벤처캐피탈 투자      ● 엔젤 투자
● M&A                       ● 창업기업 융자 등

   창업관련 홈페이지

 창업지원사업 포탈(창업넷) : www.changupnet.go.kr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www.startbiz.go.kr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창업지원 유관단체

  -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 한국창업보육협회   www.kobia.or.kr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 및 창업자의 개념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개인은 

        사업자등록, 법인은 법인등록)으로 아래사항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기업의 임직원이 분사하는 경우는 제외)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인이 기업형태(주식, 유한, 합자, 합명)를 변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자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①숙박ㆍ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②금융ㆍ보험업, ③부동산업, ④ 무도장
 운영업, ⑤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⑥기타 갬블링ㆍ베팅업, ⑦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창업절차

개별법에 의한 사업 인ㆍ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개인 법인

설립등기 : 지방법원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등 

사업자등록 : 세무서 설립신고 : 세무서

신청서, 사업인ㆍ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고서, 주주 등의 명세,정관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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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47)

 신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6)

59 청년창업사관학교58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학 시 창업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안산ㆍ광주ㆍ경산ㆍ창원ㆍ천안

신청대상

사업화지원형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타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자)

글로벌진출형    중기청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11~‘13년)하여 
창업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창업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
      맞춤형사업 등

지원내용

창업공간   창업학교 내 창업준비공간 제공

창업코칭   전문인력을 통한 창업 전 과정 1:1 코칭

창업교육   경영역량 및 창업분야 전문지식

기술지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 제작

사업비지원    기술개발비, 마케팅비 등 사업비
(과제당 최고 1억원 지원)

신청기간 : 매년 2월

지원절차

선발   서류평가 → 면접평가 → 심층평가

양성   개발기획,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마케팅

평가   중간평가(7월, 10월) 최종평가(12월)

정부에서 지정한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창업자에게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일괄하여 지원합니다.

창업선도대학 : 전국 21개 대학
*창업선도대학 :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참조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주요 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멘토링 및 교육 
(총 50시간),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비의 70%이내 최대 7천만원)

창업자 발굴ㆍ교육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실전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등

학교별 자율ㆍ특화 프로그램    판로지원, 투자연계프로그램 지원
대학생 창업캠프, 창업인턴제,  
창업장학금 등

성장지원    상기 프로그램 이수자를 대상으로 BI 입주, 창업자금 및 
R&D와 연계지원

신청기간  : 매년 3월

지원절차

• 공고 → 평가ㆍ선정 → 협약체결

※ 꼭 알아두세요!

• 창업교육 및 학교별 자율프로그램은 재학생 및 희망하는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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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8914)

 신청   희망지역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 481-4580)

61 창업아카데미60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학생에게 학점이 인정되는 창업강좌와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는 실전창업교육 및 성공 CEO의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대학생,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대학 기업가센터    창업전공개설, 창업보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전국 5개 이내)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전국 30여 개 대학을 통해, 학점인정 
창업강좌 개설 및 창업동아리 활동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전국 15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전문적ㆍ체계적인 창업교육으로 준비된 
예비창업자 양성(실전창업교육, 성공CEO
와의 멘토링 등)

*집중형(23h), 선택형(45h), 일반형(90h)으로 구분하여 창업교육생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

신청기간 : 교육기관별로 자율 운영
*상세한 신청일정은 창업넷을 통해 별도 공지

※ 꼭 알아두세요!

• 창업동아리 지원은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 3명 이상으로 구성
 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신청 가능

콘텐츠ㆍ앱ㆍSW융합 분야 청년 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창업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콘텐츠ㆍ앱ㆍSW융합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2개

• 수도권   (주)옴니텔(서울 구로구)

• 비수도권   경북대학교(대구 동구)

지원내용

•  창업활동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마케팅 등을 단계별로 종합 지원

•  사업공간 및 자금    창업팀별 개발공간 제공, 총 사업비 70%이내 
최대 1억원의 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기간 : 매년 2월~3월경

• 신청서류 :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

※ 꼭 알아두세요!

• 선정평가는 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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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희망지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4553)

 신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 481-3991)

63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62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해야할지 고민인 분들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을 지원

합니다.

신청대상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전국 60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13 9 3 5 2 3 4 3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3 1 3 3 2 2 3 1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업종 확인

지원내용

• 사무공간    개인공간, 공용공간, 회의실, 상담실, 창조카페 등
비즈니스 공간 제공

• 경영지원   세무ㆍ회계ㆍ법률ㆍ창업ㆍ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과 교육 

• 사업화 지원    외부 프로젝트 연계 일감 확보, 마케팅, 홈페이지
구축, 전시회 참가,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등 

신청기간 및 방법

• 시기   비즈니스센터별로 공실 발생 시 수시 모집

• 서류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꼭 알아두세요!

•  입주기업 선정 시 창업역량, 창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우수성,   
시장성 등에 대하여 평가

창업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인건비, 마케팅 등 사업비(총 사업비의 70%, 
최대 5천만원)

 주요 프로그램

•  창업기관 맞춤형    대학, 투자기관 등을 활용, 기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창업지원 특화프로그램

•  연구원 창업    연구원 출신 예비창업자의 창업유도 및 원활한 
창업활동을 위한 시제품제작 등

•  고급기술인력 창업    민간투자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R&D 지원

•  타 창업 사업 연계    타 창업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한 창업자육성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  타 부처 사업 연계    미래부, 특허청 등에서 발굴된 예비창업자에 
대한 연계지원 프로그램

•  우수창업자 후속지원    창업사업화에 참여한 창업자 중 우수 
창업자를 선발, 판로개척 비용 등

신청기간 : 매년 4월

※ 꼭 알아두세요!

•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멘토를 활용,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등 
창업캠프 방식의 멘토링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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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born2global.com)

 문의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 02-2132-2222)

 신청   운영기관을 통한 수시신청
 (www.jointips.or.kr)

 문의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8)

65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64 이스라엘식 창업프로그램

글로벌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ICT 분야 벤처기업에 

대해 글로벌 전문컨설팅 서비스, 투자유치 연계, 창업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글로벌 전문컨설팅 서비스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시 주요 
애로요인인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통ㆍ번역 등 분야에 대한 전문컨설팅 제공

   *센터에 상주하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내부 컨설턴트
       (1차 상담)와 73개의 민간 컨설팅 전문기관(2차 컨설팅)이   
       협력하여 컨설팅

• 투자유치 연계    센터 내 투자 전문가를 통해 우수기업 발굴, IR교육, 
            정기 데모데이 개최 등 투자유치 활동

• 교육 및 이벤트    글로벌 창업 특화 교육, 글로벌 창업 세미나 및   
컨퍼런스 등 개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컨설팅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투자유치 데모데이, 교육 및 
이벤트 등은 일정별로 수시 안내하니 센터 홈페이지의 새소식을 참고

정부에서 선정한 민간 엔젤투자회사(운영기관)를 통해 유망창업팀을 

발굴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기술아이템과 구체적인 창업계획을 보유하고 있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예비창업자 경우 선정 후 법인 설립)

운영기관 : 케이큐브벤처스 등 10개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ointips.or.kr) 참조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6억원 투자 및 지원 등

운영기관   1억원 이상 엔젤투자 및 성공벤처인의 멘토링 및 보육
*운영기관은 투자에 따른 창업기업 지분 확보

정부    최대 5억원 기술개발자금
(정부자금은 별도의 지분 요구 없음)

신청기간 : 수시

• 지원절차 : 신청 → 투자심사 → 선정평가 → 지원

※ 꼭 알아두세요!

•  선정된 창업팀은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인큐베이터로 입주하여, 
2~3년간 보육을 받음



98 99

 신청   해당지역 창업보육센터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 481- 4413)

 신청   창업넷
 (www.changupnet.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 4409)

67 창업보육센터 입주66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정부에서 지정한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사업 

공간, 경영ㆍ기술지도 및 창업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기업(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지원창업보육센터 : 전국 277개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BI 수 36 19 1 9 24 16 12 15

지역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BI 수 21 48 6 19 13 17 17 4

* 상세정보는 한국창업보육협회(www.kobia.or.kr) 참조

지원내용

• 사업공간 제공 : 3년(최대 3년 연장 가능)

• 인터넷, 업무용 공용장비(빔프로젝트, 프린터 등)

• 기타 경영, 기술, 홍보 등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입주신청은 개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내 (예비) 창업자의 해외창업ㆍ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위한 자금 및 보육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글로벌창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외국인창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해외 연수ㆍ보육프로그램 소요비용(약 5천만원 내외)

• 외국인의 국내 창업 소요비용(5천만원 한도)

주요 프로그램

•  국내 (예비) 창업자의 해외 창업 또는 진출을 위한 연수ㆍ보육 
프로그램 제공

•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제공(자금ㆍ보육ㆍ현장연수 등)

신청기간 : 매년 4∼5월 

지원절차

•  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서류 및 멘토링(발표)평가 → 선정 →
사업 지원 → 사업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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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해당지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신청   희망지역 스마트창작터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481-3982)

69 스마트창작터68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

모바일 앱,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분야 개발교육 및 창업활동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모바일 앱, ICT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희망자 및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

스마트창작터 : 30개

수도권   한성대학교(서울), 서정대학교(경기) 등 11개
비수도권   한밭대학교(대전), 동의대학교(부산) 등 19개
*상세정보는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참조

지원내용

전문교육   개발,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교육(무상)

창업팀 지원   사업 아이템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 비용(최대 5천만원)

신청기간 : 매년 5월경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등

※ 꼭 알아두세요!

• 창업팀 선정평가는 창업의지,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등에 대해 서류 및 발표평가로 진행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창업초기 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생산 공장을 임대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신청대상 : 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벤처기업

입주자 지원

• 입주기간 : 최대 20년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비활용(연구장비공동이용사업)

신기술창업집적지역 : 전국 11개

집적지역명 사업자 전화번호

HNU Science Park 한남대 042-629-8724

호서벤처밸리 호서대 041-540-9928

배재대 산학협력관 배재대 042-520-5666

동국바이오파크 동국대 02-2260-3876

영동 테크노밸리 영동대 043-740-1451

HISTEC 한밭대 042-821-1697

Eco-Green 테크노밸리 전북대 063-270-4256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 단국대 061-240-7131

새만금녹색융복합테크노밸리 군산대 063-469-1768

벤처이노베이션 팩토리단지 카이스트 042-350-4738

산학융합벤처밸리 영진전문대 053-940-5696

신청기간 :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입주신청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공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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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할 때 35개 법률에 의한 71개 인ㆍ허가 사항을 

20일 이내에 일괄 협의(의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35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ㆍ허가 사항을 허가, 승인,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
*의제 처리 사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참조

•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창업 3년 이내), 개발부담금
   (창업 7년 이내) 3개 부담금 면제

신청기간 : 수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www.startbiz.go.kr)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 481-4462)

 신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창업민원실)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7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70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택에서 온라인

(www.startbiz.go.kr)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관련기관 : 은행, 시ㆍ군ㆍ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신청대상 :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자

지원 서비스

•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원스톱 처리

•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생성

• 기관별ㆍ진행단계별 진행사항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처리절차

•  잔액증명 발급 → 법인등록세 납부 → 법인설립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 4대 사회보험 신고

※ 꼭 알아두세요!

• 19개 서류가 자동 생성되어 전자서명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계기관  
 자동 제출
*연계기관 :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안행부(지방세정보망), 국세청(EITC), 

4대 보험센터, 금융결제원 등 5개 기관 

제출

*'의제 처리'는 개별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ㆍ허가를 동시에  
    관련부처 및 부서와 협의하여 일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함

기안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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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기업 자금(융자)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105

 문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4384)

72 제조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73
벤처기업

확인제도   108

74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109

75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110

76
엔젤매칭펀드

활용  111

77
주식매수선택권

    112

78
벤처기업

공동채용ㆍ훈련 113

79
중소ㆍ벤처기업

M&A 중개  114

80
신용회복 및
재도 전 115

벤처 • M&A 및 재도전제조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날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 사업자등록일)부터 11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부담금명 감면대상 문의 ㆍ신청

지자체 공공
분담금

중소기업 창업자
특별 ㆍ광역시 ㆍ도

민원실

농지보전
부담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

해당 시 ㆍ군 ㆍ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대체초지
조성비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 ㆍ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전력산업
기반부담금

중소기업 창업자 한국전력공사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해당 시ㆍ군ㆍ구
환경관련
담당부서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1일 폐수배출량이 
200㎡미만인 창업 중소기

업

해당 시ㆍ군ㆍ구
환경관련 
담당부서

폐기물
부담금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한국환경공단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창업 중소기업

관할지역
상하수도
사업소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창업 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창업 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 섬진강수계)

창업 중소기업



106 107

벤처ㆍ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도와주는 제도

펀드명 주요 투자 대상

지방벤처펀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창업기업(업력제한×)

여성벤처 펀드
여성이 최대 주주인 기업 또는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기업(업력제한×)

중견기업육성 
펀드

해외진출 등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예비 중견 
기업에 투자(업력제한×)

콘텐츠ㆍ캐릭
터ㆍ영화펀드

영화ㆍ게임 등 제작 프로젝트 또는 국내외 문화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애니메이션ㆍ
캐릭터ㆍ콘텐츠ㆍ영화 관련 기업

제약ㆍ바이오
펀드

제약ㆍ의료기기ㆍ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중소ㆍ
벤처ㆍ중견기업(업력제한×)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특허 등록 및 
 출원 중인 기업에 집중 투자(업력제한×)

디지털
콘텐츠펀드

디지털콘텐츠 분야 창업 또는 해외진출 희망기업, 
CGㆍ3D 등 ICT 관련 기업 

부품소재펀드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 관련 기업(업력제한×)

  벤처ㆍ창업기업의 벤처투자 유치지원

 지원방식    벤처투자 설명회(연 5회), 벤처투자로드쇼(연 3회), 

엔젤투자마트(연 4회) 등 기업 투자IR 기회제공 

      및 기업ㆍ벤처캐피탈 간 직접 연계를 지원

  관련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주소 내용

한국벤처투자(주) www.k-vic.co.kr
벤처투자로드쇼, 기업ㆍ벤처
캐피탈 간 직접 연계 지원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www.kvca.or.kr 벤처투자설명회

한국엔젤투자협회 www.kban.or.kr 엔젤투자마트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개 념    창투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벤처펀드를 통해 기술성을 
보유한 비상장 벤처ㆍ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수익을 얻는 투자

 주투자대상   기술성을 확보한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방식    지분ㆍ전환사채(CB)ㆍ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

 •  자금공급 이외, 기업 성장을 위한 인사ㆍ재무ㆍ회계 등 경영지원 
및 코스닥 등에 대한 기업공개도 지원

 대상선정    벤처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창투사 등이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투자적격 여부 및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집행

      *통상 기업은 투자 설명회 및 직접 접촉 등을 통해 창투사 등 민간벤처
     캐피탈과   투자 유치를 협의함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공급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이 벤처투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및  
     업종별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재원을 공급하고 있음

 조성규모    창업초기펀드, 해외진출 지원펀드 및 문화콘텐츠펀드 
등  ’14년 2조원 규모 조성 예정

펀드명 주요 투자 대상

엔젤매칭펀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1:1로 매칭투자

창업초기펀드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R&D비율이 5%이상,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한국형
요즈마펀드

나스닥 상장, 글로벌 대기업과의 M&A 
희망기업(업력제한×)

외자유치
해외진출펀드

해외수출, 현지법인 설립, 외국기업과 합작, 
해외기업을 M&A하고자 하는 기업(업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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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벤처기업집적시설 담당자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549)

 신청   벤처인
 (www.venturein.or.kr)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4425)

74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73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벤처ㆍ지식ㆍ정보통신 기업이 도심빌딩에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하여 사업하는 공간입니다.

신청대상

• 벤처기업, 지식산업ㆍ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지정현황 : 전국 91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9 3 1 6 8 1 2 50

강원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2 4 1 0 2 0 1 1

입주시 혜택

세제 지원    수도권지역(과밀억제권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 
기업에 대해 취득세ㆍ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입주자는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신청방법

•  원하는 집적시설 조사 → 집적시설 담당자와 입주협의(입주조건,
공실여부, 임대료 등) → 입주

신청기간 : 수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경우 조세감면, 금융, 인력,특허 등 각종 제도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 숙박ㆍ음식점업, 부동산ㆍ임대업, 오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요건   다음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기술평가 보증  ㆍ대출 기업    기보ㆍ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보증ㆍ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보증ㆍ대출금액 이 총자산의           
 5% 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지원혜택   세제감면, 금융, 인력, 특허 등

세제   법인세ㆍ소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등 

금융   코스닥 상장 심사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병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특허   특허ㆍ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등

신청기간 :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는 경우 신규 벤처기업  
   확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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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한국벤처투자(주) 엔젤투자팀
 (☎ 02-2156-2012)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87)

 신청   해당 지원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4419, 4488)

76 엔젤매칭펀드 활용75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중소  ㆍ벤처기업이 엔젤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매출 10억원 이내이며, 매출액 대비 R&D 비율 5% 이상인 
창업 7년 이내 기업(매출액ㆍR&D 기준을 만족하는 벤처 이노비즈 
기업은 업력 제한 없음)

지원내용   

• 엔젤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 투자 
*지방펀드 1.5배, 재기중소기업 2배수 이내

투자한도    투자대상기업 당 1회 2억원, 추가투자 1회, 누계 3억원 
한도

엔젤매칭 펀드 조성금액   1,700억원(‘14년 기준)

신청방법

• 엔젤투자 희망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

• 엔젤투자 지원센터 엔젤투자마트에서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IR(투자설명) 실시

신청기간 :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는  
 매월 투자유치 전략 상담회를 개최

민간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술성ㆍ사업성을 갖춘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

2014년 벤처펀드 조성 규모

• 창업초기펀드, 해외진출 지원펀드 및 문화콘텐츠펀드 등 2조원   
 규모 조성 예정

지원내용 및 지원기관

• IR 기회 제공 및 기업ㆍ벤처캐피탈간 매칭 지원을 통해 벤처 ·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

구분 내용
지원기관 및 
홈페이지주소

벤처투자로드쇼
(연 3회 개최)

대상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지원   투자유치 상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IR)

한국벤처투자(주)

www.k-vic.co.kr

벤처투자설명회
(연 5회 개최)

대상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투자유치 상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I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www.kvca.or.kr

엔젤투자마트
(연 4회 개최)

대상   예비창업자, 초기기업 
지원   기업과 엔젤투자자와        
          1:5 투자상담 기회 제공

한국엔젤투자협회

www.kban.or.kr

투자자 매칭 지원
(상시)

대상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해당 기업 특성에 맞는          
          투자자와 매칭 연결

한국벤처투자

www.k-vic.co.kr

*정부가 민간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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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8938)

77 주식매수선택권

벤처기업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합니다.

벤처기업 특례사항

부여대상    임직원, 외부전문가(교원, 연구원 등), 벤처기업이 지분 을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등

부여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100까지, 외부전문가에게는 최대 
20/100 이내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교부하는 방법 

•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부여절차

•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 제정

•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계약 체결

※ 꼭 알아두세요!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가 일괄 
 납부에서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있는 기간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중소기업청에 신고

 신청   벤처기업 채용사이트
 (www.v-job.or.kr)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042-481- 8938)

78 벤처기업 공동채용 •훈련

벤처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독자적으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공동채용   아래 요건 충족기업

수도권소재 기업 지방소재 / 고졸 채용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3년 평균 성장률 20%이상, 
신입연봉 2,200만원 이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

매출액 50억원, 
신입연봉 1,800만원 이상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기업

공동훈련   공동채용을 통해 입사한 직원 중 희망자

지원내용

공동채용    참여기업에 대해 채용광고(취업포털, 신문), 홍보 동영상 
제작지원, 대학·특성화고 설명회 및 채용박람회 참석 등

공동훈련   기업적응력 강화 및 팀워크향상 교육
*4박5일 집체교육 지원

신청기간 : 연 5회(2ㆍ3ㆍ5ㆍ8ㆍ10월)

※ 꼭 알아두세요!

지원기관   벤처협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벤처기업 채용사이트   www.v-job.or.kr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란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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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각 신용회복 지원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6)

80 신용회복 및 재도전

 신청   M&A 거래정보망 및 
 M&A지원센터(www.mna.go.kr)

 문의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 042-481-3974)

79 중소 • 벤처기업 M&A 중개

M&A 거래정보망을 통해 M&A를 성사시킨 중소ㆍ벤처 기업에게 

M&A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에 매수ㆍ매도기업으로 등록한 
 이후, 전문 중개기관을 통하여 M&A를 성사시킨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 가치평가ㆍ분석, 계약서 작성 및 검증 등에 소요된 
수수료의 일부

• 총 비용의 60% 이내, 건당 2천만원 한도

•  양도ㆍ양수기업의 중개기관이 다를 경우 수수료 규모에 따라 
분할 지급

지원한도

• M&A 거래가액 10억원 미만 : 1천만원

• M&A 거래가액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1.5천만원

• M&A 거래가액 20억원 이상 : 2천만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M&A지원센터에 M&A계약서 사본을 제출

신청기간 : 수시

※ 꼭 알아두세요!

• M&A 거래정보망(www.mna.go.kr)을 통해 매수ㆍ매도 희망 
 기업정보, 중개수수료 지원 등 M&A 지원서비스를 활용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채무조정 및 신속한 신용회복과 재도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기관 주채무 및 보증채무 합계 30억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대표이사 등에게 채무를 조정

• 신청ㆍ상담   ☎ 1600-5500(www.ccrs.or.kr)

개인회생·파산 지원 :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개인회생ㆍ파산 대상자에게 소송 대행 서비스를 제공
* 개인회생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 이하 채무자 중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

• 신청ㆍ상담   ☎ 국번없이 132(resu.klac.or.kr)

중소기업인 채무조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중소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실패 
기업인의 채무를 조정

• 신청ㆍ상담   ☎ 02-3420-5039(www.kamco.or.kr)

맞춤형 재도전 지원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경영위기기업 및 재도전기업인에게 전문가 심층상담 후 맞춤형    
   처방 제시 및 연계 지원

• 신청ㆍ상담   ☎ 02-6678-4050(www.rechallenge.or.kr)



MEMO 04 창업기업 자금(융자)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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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개념

•  자연발생적 또는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 특별자치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

전통시장 현황

전통시장 수   전국 1,372개(‘13년, 인정시장 기준)

점포 현황   20만 개
(천개) 합 계 자기소유 임차 비영업

점포수
203
(100%)

51.2
(25.2%)

128.8
(63.5%)

23
(11.3%)

상인 현황   33만 명

(천명) 합 계
종사자

노점
소계 점포소유 임차 종업원

상인수 334.4
293
(87.6%)

51.2
(15.3%)

128.8
(38.5%)

112.9
(33.8%)

41.4
(12.4%)

전통시장 지원시책
시설현대화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문화 및 편의시설 등  시설 

개선

시장 경영혁신   공동 마케팅, 홍보, 상인교육 등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ㆍ유통

특성화시장   ICT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 범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ㆍ광업ㆍ건설ㆍ운수업

소상공인 현황(‘12년 기준)

사업체수   292만 개(전체 사업체의 87%)

종사자수   568만 명(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38.1%)

구분 전체 중소기업소기업 중기업소상공인

사업체 3,354,320
2,918,595
(87.0%)

3,258,617
(97.1%)

92.787
(2.8%)

3,351,404
(99.9%)

종사자 14,891,162
5,677,013
(38.1%)

9,295,775
(62.4%)

3,763,597
(25.3%)

13.059,372
(87.7%)

 
 업종별 소상공인 현황(‘12년 기준)

• 도소매업(28.7%), 음식숙박업(20.5%), 제조업(10.1%) 順

구분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전 산업 2,918,595 100 5,677,013 100

도ㆍ소매업 836,549 28.7 1,510,487 26.6

음식ㆍ숙박업 598,143 20.5 1,232,914 21.7

제조업 294.984 10.1 914,432 16.1

기타 1,188,919 40.7 2,019,180 35.6

소상공인 지원시책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유망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조직화ㆍ공동화    나들가게, 공동물류, 유망프랜차이즈육성, 
소공인 집적지구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컨설팅, 
공동 브랜드 및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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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www.8899.or.kr)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부
 (☎ 1666-9988)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042 -481-4565)

8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81  상권정보시스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ㆍ노령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일명 노란우산 공제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제조업ㆍ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소상공인은 10인 미만)

도매업ㆍ소매업ㆍ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의 
대표자(소상공인은 5인 미만)

납입부금 : 월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공제금 지급 :  공제 지급사유 발생시 적립한 부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지급

지급사유    폐업, 사망, 퇴임(법인 대표), 노령(만 60세 이상, 가입 기간 
10년 경과)

복리이자   폐업ㆍ사망 2.9%, 노령ㆍ퇴임 2.6%
*지급이율은 분기별 변동

가입혜택

•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부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 12개월 이상 납부 시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가입 후 2년간 월부금의 150배까지 단체상해 보험금 지급

※ 꼭 알아두세요!

•  60개월 이내 임의 해지 시 원금보장 안됨(가입기간에 따라 해약 
환급금 30~95%만 지급)

창업 시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점포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49종의 해당 상권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공 서비스

지역별ㆍ업종별 상권분석   선택지역의 인구구성, 경쟁 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49종의 

상세 상권분석정보 제공

시군구 상권정보    상권분석 전 예비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동별 

지역분석 및 업종 정보 제공

업종밀집정보    선택상권의 업종별 밀집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도 지수를 시각화(낮음~매우 

높음)하여 제공

유동인구    주말ㆍ주중으로 나뉘어진 남녀성별에 따른 유동인구 

현황을 도로상에 5단계로 표현하여 제공

창업자가진단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수익성 분석 

기능 제공

이용방법

인터넷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sg.smba.go.kr)

모바일    안드로이드 마켓 및 앱 스토어에서 ‘상권정보’ 검색, 

전용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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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 8997)

 신청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emas.or.kr)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 -481- 4430)

84 소상공인 창업학교83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인턴체험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폐업자, 업종전환 예정자), 예비창업자

교육 프로그램

• 실전창업    창업준비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무를
    종합적으로 교육(130시간)

• 업종전환과정    업종전환자 및 폐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및 재창업 유도를 위한 
교육(20시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
ㆍ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 꼭 알아두세요!

•  실전창업교육은 현장실습비 5만원을 교육생이 부담,
업종전환교육은 자부담금이 없는 무료교육

• 교육과정 수료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국내 소규모 

가맹본부에게 컨설팅, 교육,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운영점포의 프랜차이즈화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가맹점 10개 미만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신청시 대상업종 및 직영점 업력 제한

업종 직영점 업력

외식업 직영점포가 2개 이상, 2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서비스업
도소매업

직영점포가 1개 이상, 1호점 업력이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 직영 1호점 사업주 본인, 2호점 이상 본인 또는 가족이 사업주

지원내용

•  가맹본부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80% 이내 
(최대 20백만원 한도)

•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 교육(무료), 
창업박람회 참가부스비용(80% 이내, 2백만원 한도)

주요 컨설팅내용

지원내용 세부내용 기간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유망사업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 등록 및 개발,
 가맹점 모집ㆍ계약 및 출점 방안 등)

3개월

사후관리
개발된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적용ㆍ보완
(시스템 적용 상황 확인, 개발된 시스템 수정·보완 등)

12개월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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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
 (☎ 1588-5302)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신청   소상공인교육정보시스템
 (edu.semas.or.kr)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86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85 소상공인 경영학교

공동브랜드, 공동네트워크, 공동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

신청대상

•  구성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는 5인 이상의 동업종 
및 이업종간 자발적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내용

•  공동브랜드, 공동네트워크, 공동마케팅, 공동연구, 공동장소 임차 
등의 소요비용은 2억원 한도(자부담 20%)

• 공동장비구매는 2억원 한도 내(자부담 30%)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꼭 알아두세요!

• 자부담 비용은 현금납입 원칙

• 반드시 소상공인 사업자 80%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

• 협동조합 인식교육(12시간) 필수-정책자금과 연계

• 지속경영을 위한 전문컨설팅 등 사후관리 무료지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및 지역별 특화된 교육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업종전문과정    업종별 기술 실습, 전문 경영지식 전달 등 
업종 전문교육(10시간)

지역특화과정    지역 소비자의 성향, 특산물, 주요산업(관광, 제조등)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12~18시간)

신청기간 : 수시

교육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
ㆍ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 꼭 알아두세요!

• 교육과정 수료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소상공인 경영학교 교육은 국비지원 무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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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47)

 신청   지자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74)

88 시장경영혁신8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마케팅, 교육 

및 시장관리, ICT 접목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시장 
상인회ㆍ조합ㆍ법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원한도 비율

공동마케팅   이벤트 홍보, 공동 쿠폰 
                   발행, 세일 행사 등

1,0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

국비

80~90%

우수상품 전시회   특산품 판매 및 
 전시회 개최 비용

5,000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교육   상인대학, ICT교육, 
  전문교육 등

시장당

25일 이내
국비

100%

전문인력 채용   상인회에서 시장
  매니저 채용 지원

50~115만원
(월/인)

국비

30~70%

화재안전점검   소방,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전액보조
국비 

100%

시장자문ㆍ점포지도   시설현대화, 
  상품디스플레이 등

자문 : 연 8일 이내
지도 : 연 2회 이내

국비 
100%

신청기간 : 매년 1~2월(자문 및 지도는 수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개선과 고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상점가란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면적이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지역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시장 
상인회ㆍ조합ㆍ법인)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시설

•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시설물 개보수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 설치

• 배달센터, 고객쉼터, 자전거 보관소 등 편의시설 등

지원조건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매칭비율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상ㆍ하수도, 고객 편의시설 등 13개 사업은 민간부담금을 면제
 
신청기간 : 매년 1~2월

※ 꼭 알아두세요!

•  신청(연초) → 평가 → 선정 → 지원예산 확정(연말) 이후 
다음해부터 실제 지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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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자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335)

 문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 042-481-4561)

90 문화관광형시장89 온누리상품권

우리 시장만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시장 
상인회ㆍ 조합ㆍ법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3년간 약 15억원(국비 7억, 지방비 8억)

지원비율    1ㆍ2년차 국비 50% 및 지방비 50%,
3년차 국비 30% 및 지방비 70%

지원 프로그램 :  시장 고유의 특성 발굴ㆍ개발을 통해 공연, 체험,
스토리텔링, 마케팅, 와이파이존 및 포토존 설치, 
야시장 운영 등을 지원

문화접목형 시장    지역놀이, 풍속 등 지역의 고유한 무형자산과 
연계된 시장

관광접목형 시장   지역관광, 공예품, 특산품 등과 연계된 시장

국제명소형 시장   인지도 향상으로 외국인 방문이 잦은 전통시장

신청기간 : 매년 1~2월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판매 금융기관 : 10개 금융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기업ㆍ우리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경남은행

상품권 종류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전자상품권    무기명 선불카드(5ㆍ10만원권),
기명충전식 카드(50만원 이하)

상품권 가맹점 신청대상

개별가맹점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상인
* 주류 도ㆍ소매, 부동산업, 성인용 게임장, 무도장운영업 등 42개 업종은 가맹 제한

환전대행가맹점   상인조직

상품권 가맹점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가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상인회 및 개별점포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꼭 알아두세요!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전자 상품권의 경우 우체국 쇼핑몰 전통시장관, 인터파크비즈마켓 
등에서 사용 가능



MEMO 04 창업기업 자금(융자)

 신청    수출지원센터에 온라인 신청
 (www.expportcenter.go.kr)

 문의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 042-48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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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컨설팅사업 홈페이지
 (www.smbacon.go.kr)

 문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 042- 481- 4523)

 신청   4개 진단기관의 전국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 481- 8965)

92 중소기업 컨설팅91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등

TRACK 구분 지원대상

1. 건강진단연계형 공정혁신 업력ㆍ업종 제한 없음

지속성장 업력ㆍ업종 제한 없음

2. 수요자 선택형 창업기업 일반 창업기업(업력 5년 이내)

원스톱창업 (예비)창업기업(업력 5년 이내)

해외전문가 제조업 기술분야

3. 특화형

융합 부품ㆍ소재ㆍ뿌리산업

지원내용   총 컨설팅 비용의 30~65% 이내, 최대 3천만원

컨설팅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ㆍ기술 전 분야(최대 6개월 이내)

신청시기

연중수시    공정혁신 컨설팅, 원스톱 창업기업 컨설팅, 해외전문가 
컨설팅, 융합 컨설팅

분기별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신청서류   신청서, 수행계획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꼭 알아두세요!

• 컨설팅 사업은 당해연도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컨설팅 지원사업을 5회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경영ㆍ기술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ㆍ분석한 처방전에 

따라 자금ㆍ인력ㆍR&Dㆍ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통을 치유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지원내용

진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현재 상황ㆍ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

* 기술ㆍ산업, 핵심역량,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도출

처방   기업 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치유    기업별 맞춤형 처방 결과에 따라 14개 지원기관 41개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치유

진단기관 : 4개 기관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월 1~10일(2월부터 10월까지)

신청서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재무제표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 건강진단 소요비용 지원(최대 90만원까지)

• 세금 체납, 휴ㆍ폐업, 금융질서문란 등의 기업은 지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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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
 (www.rechallenge.or.kr)

 문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6)

 신청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02-2124-3147)

 문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2)

94 회생 컨설팅93 가업승계 컨설팅 및 후계자 교육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따른회생절차 신청부터 회생계획인가까지 전문가 상담 

및 절차대행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지원 가능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이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회생 및 재기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

•  진로제시컨설팅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으로 결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

•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 대표자심문 답변서

• 채권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 관리인 조사보고서 작성      • 회생계획안 작성 

• 관계인집회 관련 서류           • 회계세무 자문 등

지원내용 : 컨설팅비용 중 최대 3천만원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 부담

• 지원기간은 최대 9개월(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간 : 3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꼭 알아두세요!

• 법원 예납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는 중소기업 자부담

 가업승계 컨설팅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효과적 방법 및 세무전략 수립에 대한 

무료컨설팅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컨설팅 내용

• 2014년 개정 가업 상속ㆍ증여 세제 안내

• 기업별 맞춤형 가업상속ㆍ증여 재무 컨설팅

신청방법 :  가업승계지원센터에 연중 전화ㆍ방문 신청
(☎ 02-2124-3147, 중소기업중앙회)

 차세대 CEO 스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후계자에게 필요한 가업승계지식  

및 리더십 교육을 활용하세요.

신청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교육 내용

•  가업승계관련 세제 이해, 세무전략 수립 등 세제실무과정
(연 2회, 1일)

•  가업승계 및 전략 이해, 기업가정신 함양 등 입문과정
(연 4회, 2박3일)

•  승계계획, 장수기업 벤치마킹, 사회적책임 실천 등 심화과정
(연 1회, 13주)

신청방법 :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메일로 신청서 제출 
(메일 cyh78@kbiz.or.kr)

*신청서 : 홈페이지(www.successbiz.or.kr) 차세대CEO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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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
 (www.smbacon.go.kr)

 문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6)

 신청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con.semas.or.kr)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96 중소기업 사업전환 컨설팅95 소상공인 컨설팅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유망업종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건강진단(또는 사업전환진단)을 받은 기업 중 “공정혁신”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기업 문제점을 

도출ㆍ치유해 주는 시스템

컨설팅 내용

• 신사업 모델, 신제품ㆍ신시장 개척, 신사업 공정개선

• 전환업종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시장 수요조사 등

지원내용 : 컨설팅비용 중 최대 3천만원까지
*총사업비 한도는 없으며, 과제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30~50%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1회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월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  컨설팅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컨설팅으로 신청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찾아가 상품, 마케팅, 고객관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임대차 계약서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 48백만원 이하
• 자부담금 무료
• 컨설팅 기간 : 5일 이내

마케팅, 교육, 고객관리 
등 영업정상화(업종전환) 
및 매출증대를 위한 
컨설팅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희망컨설팅 대상 외의     
   소상공인
• 자부담금 : 1일 2만원
• 컨설팅 기간 : 5일 이내

업종별 전문가, 명장 ·
기능장 등을 통한 기술 ·
경영 노하우전수  
및 컨설팅

신청기간 : 수시

지원절차

신청   소상공인컨설팅홈페이지(con.semas.or.kr)

종합점검   현장점검 및 문제도출ㆍ개선

문제해결   정책자금, 업종전환, 무료 법률상담 등 관련지원 시책 연계

※ 꼭 알아두세요!

• 컨설팅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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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지역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문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30)

9897 무료법률상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기간 : 수시

신청서류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일반과세자

    -  필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월 260만원 이하 소득금액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  선택    국민연금 사업가입자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서류 1개

※ 꼭 알아두세요!

•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사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외

 신청   관할지역 중소기업청 또는 대ㆍ중소
 기업협력재단(☎ 02-368-8444)

 문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958)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국에 설치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드립니다.

신청대상

•  수탁ㆍ위탁거래(또는 하도급거래) 관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신고센터 : 지방중소기업청 등 전국 14개소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
* 신고 및 분쟁조정 방법, 구체적 법위반 행위 및 피해 구제방법 등에 대한 
상담,무료 법률자문 제공

•  특히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의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는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신청절차

상담
(전화, 우편, 방문 등) ⇨

신고접수
(신고서)

⇨
신고서 검토
및 사실조사 ⇨

분쟁조정 또는
위반기업 시정조치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의 신고서를 활용하여 
신고센터에 이메일ㆍ팩스ㆍ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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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9

 문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4590)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
 (☎ 02-2124-3131)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조정협의 신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와 납품단가 조정협의도 가능

협의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요건

①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 또는 증가금액이 
나머지 대금의 3% 이상

②
계약기간 60일 
미만 단기 +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 또는 증가금액이 

나머지 대금의 3% 이상

조정협의 절차

하도급 계약 체결후 60일이 지나지 않아도 
원자재 가격 변동액이 하도급계약 금액의 5% 이상

수급
사업자

⇨
조정협의
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청 7일  이내  협의신청)

⇨
협의
신청

원사업자
(10일 이내 협의개시 
및 30일 이내 협의완료)

 신청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444)

 문의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 042-481-8958)

수탁ㆍ위탁기업 분쟁조정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및 감액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수탁ㆍ위탁거래에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탁ㆍ위탁거래 기업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

• 중소기업 요청 시 1백만원 이내 무료법률 자문

  조정범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약정서 등 서면 미교부

• 납품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의 미지급

• 임치한 기술자료의 부당한 요청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조정절차

조정
요청

(신청서) ⇨

검토
(의견청취)

⇨

사실
조사

(필요시) ⇨

자율
조정
권고 ⇨

협의회
상정

(조정권고) ⇨

조정
종료

재단 재단 중기청 재단 재단 재단



MEMO

143

Must-Know Info!

01
중소기업 확인 요령
     144

02
중소기업 범위  
주요개편내용     145

03
중견기업 확인 요령
     146

04
창조경제혁신센터

     147

05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 시스템     148



144 145

01 중소기업 확인 요령

중소기업 공공구매 입찰 참여에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신청서류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주주명부, 자가진단서 등

처리절차

신청
(중소기업)

증빙서류 제출
(중소기업)

발급 심사
(지방중기청)

상시 상시 상시

확인서 발급
(지방중기청)

발급정보 확인
(각 공공기관)

가점 부여
(각 공공기관)

상시 상시 상시

유효기간

•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문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581)

02

 문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8913, 3957)

중소기업 범위 주요개편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간단하고, 쉽게 바뀝니다.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구분 지원내용 컨설팅 내용

업종별  
규모 기준

•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 3년평균매출액

상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1,000명
• 자산총액 : 5천억원
• 자기자본 : 1천억원
• 3년평균매출액 : 1,500억원
• 자산총액 : 5천억원

• 자산총액 : 5천억원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환율

• 평균 또는 종가 환율 중 
   낮은금액

• 5년 평균환율

관계기업  
적용시점

• 직전 사업연도말 • 창업ㆍ합병ㆍ분할일 기준

유예기간

• 3년 유예 반복 부여
• 유예기간 부여 사유
    -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 중소기업간 합병

• 시행일(2015.1.1)이후 
   최초 1회만 부여
• 유예기간 부여 사유
 -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 중소기업간 합병
 - 창업후 1년이내 기업이 
   규모 기준과 상한기준 초과
 - 관계기업 기준 초과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꼭 알아두세요!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smba.go.kr)의 신고서를 활용하여 
신고센터에 이메일ㆍ팩스ㆍ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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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   중견기업 포털
 (highpotential-e.or.kr)

 문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042-481-6816)

중견기업 확인 요령

중견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온라인을 통해 중견기업 

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제도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제도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1항(’14. 7. 22일 시행)

처리절차

중견기업 포털 → 중견기업확인서 신청(기업)

⇩

중견기업 자가판정(기업)

⇩

기업정보 등록(기업)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등)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첨부(기업)
          * 입력정보 : 기업정보, 재무정보, 관계회사 정보 등

                       * 첨부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개년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지분관계도,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첨부서류 제출 : 온라인에 업로드

⇩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기업)

⇩

확인신청서 서류검토(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확인서 발급(한국산업기술진흥원, 30일 이내)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전략과
 (☎ 02-2110-1744)

04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 2015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에 1개씩 설치ㆍ운영하여   
 지역경제 혁신 및 창업의 전진기지로 활용

• 14. 4월부터 2개 지역(대구, 대전)에 우선 구축ㆍ운영하고,
 ’15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설치

주요기능

혁신 거점    지역별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관련기관ㆍ프로그램 등을 총괄 연계

*지역기업 수요를 토대로 산업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ㆍ연계

창업 Hub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ㆍ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
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 

*  글로벌 기업의 시장 노하우ㆍ네트워크ㆍ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창업교육 → 
기술개발 → 사업모델 개발 → 컨설팅ㆍ자금지원’ 등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

*  지역의 엑셀러레이터를 발굴ㆍ육성하고 국내외 역량있는 엑셀러레이터와 
협력,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속한 성장을  
밀착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락처

• 대전센터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 교원지원동 3층 
(042-350-7911~13)

• 대구센터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3층 
(053-759-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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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 및 단체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 02-2124-3114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 02-6050-311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1566-5114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 02-6331-7002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www.innobiz.or.kr ☎ 031-628-9600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www.mainbiz.co.kr ☎ 02-2230-2143

한국경영기술
지도사회

www.kgcca.or.kr ☎ 02-569-8121

중소기업융합
중앙회

www.koshba.or.kr ☎ 02-786-5506

한국여성
경제인협회

www.womanbiz.or.kr ☎ 02-369-0900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www.koita.or.kr ☎ 02-3460-9114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www.kvca.or.kr ☎ 02-2156-2100

한국엔젤
투자협회

home.kban.or.kr ☎ 02-2156-2153

한국창업경영
컨설팅협회

www.kmcca.net ☎ 042-256-1072

한국창업
보육협회

www.kobia.or.kr ☎ 042-346-9600

한국장애
경제인협회

www.kdea.or.kr ☎ 02-6332-6711

05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 시스템

① 지원기관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 070-8895-7000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www.sbc.or.kr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www.semas.or.kr ☎ 1588-5302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www.kodit.co.kr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www.kibo.or.kr ☎ 1544-112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

www.koreg.or.kr ☎ 1588-736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및 정보화 지원)

www.tipa.or.kr ☎ 042-388-01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지원)

www.keit.re.kr ☎ 1544-6633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www.kised.or.kr ☎ 042-480-4300

한국벤처투자(주)
(벤처투자지원)

www.k-vic.co.kr ☎ 02-2156-2000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동반성장지원)

www.win-win.or.kr ☎ 02-368-8700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지원)

www.ksure.or.kr ☎ 1588-38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지원)

www.kotra.or.kr ☎ 1600-7119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

www.sbdc.co.kr ☎ 02-6678-9000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지원)

www.hrdkorea.or.kr ☎ 1644-8000

신용회복위원회
(재도전 지원)

www.ccrs.or.kr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재도전 지원)

www.kamco.or.kr ☎ 1588-3577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www.klac.or.kr ☎ 132



각 페이지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다음 등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

❶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또는 다음 홈페이지 접속

❷ 검색창 옆에 보이는 마이크(네이버) 또는 음표(다음) 아이콘을 
     눌러 들어간 후 코드아이콘 클릭

<네이버>

<다음>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③ 온라인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pms.re.kr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www.sme-expo.go.kr

수출인큐베이터 www.sbc-kbdc.com

FTA무역종합지원센터 www.fta1380.or.kr

Yes! FTA(관세청 FTA포털) fta.customs.go.kr

중소기업 정보화관리시스템 it.smba.go.kr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중소기업 공공구매론 www.smpploan.com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www.smmarketing.go.kr

중소기업기술개발 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산업기술지원시스템 itech.keit.re.kr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중소기업인력지원시스템 sanhakin.smba.go.kr

워크넷(고용부) www.work.go.kr

자영업컨설팅 con.kmdc.or.kr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 www.rechallenge.or.kr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시스템 www.smbacon.go.kr

소상공인 교육정보시스템 edu.semas.or.kr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상권정보시스템 sg.smba.go.kr

벤처기업 채용사이트 www.v-job.or.kr

벤처기업확인ㆍ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중소기업 정책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업마당

(www.1357.go.k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❸ 카메라 스캔모드가 자동으로 작동

❹ 원하는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

2. QR코드 앱을 이용

❶ 앱스토어에서 QR코드로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앱을 다운로드

❷ 앱을 실행하면 카메라 스캔모드가 자동으로 작동

❸ 원하는 QR코드에 가져다 대면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