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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스포츠용품 시험·인증 사업

01 / 정보제공 및 저변확대 사업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스포츠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최신동향 및 정보제공

	

스포츠용품 품질시험 및 인증획득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 동향 발간, 스포츠산업 백서 발간, SI포커스 및 이슈
페이퍼 발행, 업종별 실태조사, 스포츠산업 사계지출 조사 등)
•전문가 세미나, 토론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선진 스포츠
시장 및 기업의 전략 공유
•스포츠산업의 잠재 가능성 발굴 및 인식의 저변 확대
(공모전, 스포츠산업 홍보)
나. 수혜대상		스포츠 산업체, 관련 학계·학생 및 전국민 대상
다. 운영방법

나. 수혜대상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다. 운영방법
•스포츠용품 시험소를 통한 자체적 용품시험 및 품질인증 시행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 운영
라. 2016년 실적
용품시험 2,425건, KISS인증 71건, 해외인증30건

직접운영 및 위탁운영

라. 2016년 실적
	스포츠산업 동향 뉴스레터 24회 발송, 스포슈머 리포트 2회 발간,
컨퍼런스 2회 개최 등

담당부서
홈페이지
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02-970-9682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031-284-9568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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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04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모태펀드 조성 (스포츠산업 및 연관 산업의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 스포츠와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및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나. 수혜대상	스포츠산업 및 연관산업의 기업
※ 스포츠산업 관련 분야에 30%이상 투자

• 국가대표 등 전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경기)장비
기술개발 및 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기술개발 지원

다. 운영방법
	정부주도형 투자조합 (모태펀드 스포츠계정→투자펀드 조성·운용)

나. 수혜대상

라. 2016년 실적	17,000백만원 결성

	국공립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

분야

조합명

결성액(백만원)

스포츠산업

UTC인베스트먼트

17,000

※ 총 555억원 조성, 14개 기업에 198억원 투자 중 ('17. 2월 현재)

산업 관련기업
다. 운영방법

민간 경상 보조 (75% 이내 지원)

라. 2016년 실적
	•R&D사업화 매출액 : '16년 13.1억원
•특허생산성* : 3.69 (정부 R&D 평균 1.53 대비 2.16 상회)
* 특허생산성

: R&D 지원예산 10억원당 특허출원 건수

담당부서
홈페이지
6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획팀 ☎02-970-9687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기술팀 ☎02-970-9679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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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06 / 스포츠산업 일자리 지원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의 기반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리로 자금 융자
나. 수혜대상

•스포츠산업분야 온·오프라인 일자리 지원(일자리 상담 및 매칭 등)
•스포츠산업분야 창업지원(창업 교육 및 보육 등)
나. 수혜대상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모든 체육시설의 신규설치자 또는 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보수하려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회사설립 후 1년경과 된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대중제 전환 골프장 :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는 골프장
(개소당 85억원 한도)

•일자리 : 구인·구직 희망자
•창 업 : 창업 희망자 및 1년 미만 초기창업자
다. 운영방법

직접 및 위탁 운영

라. 2016년 실적
•일자리 : 664명 취업,
•창 업 : 창업콘서트 3회 461명, 17개팀 창업지원
⇒ 신규창업 8개사, 일자리 24명, 매출액 266백만원 달성

다. 운영방법
	은행을 통한 대리융자 (공단:사업내용심의, 은행:담보평가)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라. 2016년 실적
	51개업체 315억원 융자시행, 16년 융자수혜업체 매출증가율 6%,
신규 고용창출 133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8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지원팀 ☎02-970-9685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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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지원팀 ☎02-970-9638, 9615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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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품목 해외시장
08 / 유망강세

진출 지원사업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스포츠산업 기업체 및 체육단체 대상 인턴십 지원 (인건비 보조)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한 단계별 글로벌화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스포츠산업융합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을 통한 융·복합분야

•스포츠용품생산업체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 (SPOEX, 해외

전문인력 배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배출
•스포츠산업융합 CEO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통한 기업 CEO의

전시회 참가, 해외로드쇼 개최)
나. 수혜대상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 생산기업

다. 운영방법

직접사업 또는 KOTRA 협업운영

글로벌 융합산업 트렌드 이해도 제고 및 국내외 협력기반 조성으로
경영 체질개선 여건 조성

라. 2016년 실적
•수출 상담회 : 66개

업체 참가, 수출상담액 21,179천달러

나. 수혜대상

계약체결액 6,732천달러

	스포츠융·복합분야 석사과정 대학원생, 스포츠산업분야 종사
희망자, 체육단체 및 스포츠분야 기업체, 스포츠 융·복합 분야
기업 CEO 등

•해외 로드쇼 : 5개 업체 참가, 기업당 평균 수출계약액 157천달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5개
 전시회, 54개 업체 지원, 계약체결액
26,356천달러

다. 운영방법
	특성화대학원 및 지역별 스포츠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등 교육기관
공모·운영지원, 스포츠산업 및 체육분야 인턴십 지원
라. 2016년 실적	48개 기관 46명 인턴 배치, 정규직 전환 20명

담당부서
홈페이지
10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지원팀 ☎02-970-9619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척팀 ☎02-970-9649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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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중소스포츠기업 비즈니스지원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융·복합 스포츠산업
10 / 지역

기반확충 사업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 마케팅업을 대상으로 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지원
•기업의 자금 조달용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기업상장을 위한
IPO컨설팅 지원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신시장 선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융·복합
지역거점센터 운영(거점육성)
•스포츠자원과 타 산업의 융복합으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도모 (발굴추진)

나. 수혜대상
	스포츠산업체 (업력3년이상, 종업원5인이상 또는 연매출 10억이상인 기업)

나. 수혜대상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기반 산업진흥기관 등

다. 운영방법

공모 선정 기관 위탁운영

다. 운영방법	직접운영 (운영관리기관(PMO)에 의한 사업보조)
라. 2016년 실적
라. 2016년 실적
	향후 3개년 경제적 효과 555억원, 지식재산권 17건 출원

담당부서
홈페이지
1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척팀 ☎02-970-9543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스포츠융복합산업 발굴(6개 지자체) 및 스포츠융복합산업 거점(1개소)
조성 등

담당부서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척팀 ☎02-970-9665
http://spois.kspo.or.kr >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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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2016 기준)
주관부서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가. 사업내용
•스포츠산업과 지역 우위산업(ICT, 의료, 섬유 및 메카트로닉스)의
융복합을 통한 세계수준의 지역 스포츠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
업경쟁력 확보

금융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
활동 증진 및 활성화
•연구개발 지역 거점 구축으로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글
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나. 수혜대상

재도약지원자금

	ICT, 의료, 섬유 및 메카트로닉스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 ‘레포츠

긴급경영안정자금

활성화’ 및 ‘창의융합 스포테인먼트’의 지역 3대 육성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상용화 기반 스포츠 융복합 기술개발 과제

소기업 ·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다. 규모(금액)	총 20억원 이내 (연간) : 과제당 5억원 이내

창업기업 지원자금
투·융자 복합 금융자금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전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식문화기업자금

담당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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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기업자금

금융

창업기업지원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
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
기업 포함)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
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
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규모(금액) 14,500억원

융자범위

중견기업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교육&컨설팅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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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
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R&D

사업목적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국번없이 ☏1357)
www.smba.go.kr > 지방 중소기업청 > 지원정책 > 금융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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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
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로 구분
지원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
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3%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R&D

사업목적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
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
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
하지 아니한 기업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대출방식 : 이익참가부사채 인수)
•대출금리 : 4%
•대출기간 : 7년 이내(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 프로젝트 당 10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0% 이내)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 성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
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
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융자절차

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중견기업

※
 문화콘텐츠산업(별표 8)중 게임,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캐릭
터 등 우선지원

창업&벤처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규모(금액) 1,500억원

융자범위

교육&컨설팅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
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
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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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업목적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창업&벤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
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단, 중기청 R&D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
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R&D

대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
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
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중견기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
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융자범위

교육&컨설팅

규모(금액) 3,500억원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
장 개척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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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성장기반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업목적

•한중FTA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
한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대상

융자조건

•신성장유망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한
중FTA에 취약 업종(별표16) 영위기업, 인재육성형 기업, 글로벌
진출기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 가산(기준
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창업&벤처

신성장유망(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 글로벌
진출기업 전용),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협업사업 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으로 구분지원

■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
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R&D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
되는 자금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
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
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
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기초제조기업성장 :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교육&컨설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 ①「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4년 이
상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15% 이상) 증가한
기업, ②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선정기업으
로 협약기간 이내 기업

중견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
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
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규모(금액) 11,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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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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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도약지원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
한 사회적 기반 조성

대상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을 얻은 중소기업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
외)는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규모(금액) 2,550억원

융자 범위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
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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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중견기업

•재창업 :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
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
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
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창업&벤처

•구조개선전용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
업
① 기업 구조개선 진단 대상기업
②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개선 진단 대
상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
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
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
업(회생인가 종결 후 1년 이내 기업 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
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R&D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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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긴급경영안정자금(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융자조건

•긴급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 긴급경영안정사업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
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창업&벤처

■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180일 이내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
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규모(금액) 1,550억원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p 가산(기
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
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R&D

사업목적

■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
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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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제도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
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
증을 지원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법인 및 이들의 단체

신용보증
기관

신용보증
이용절차

신용보증업무 처리절차
신용보증상담 → 신용보증신청 → 신용조사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에 따라 산정
•신용보증기금 : 0.5 ~ 3.0%
•기술신용보증기금 : 0.5% ~ 3.0%

보증방법

•개별보증：채무건별로 보증
•근보증：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하여 보증

보증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보증기관의 영업점
문의처: 신보 1588-6565, 기보 1544-1120

중견기업

보증료

보증신청
및 접수

창업&벤처

•신용보증기금('76.6, 신용보증기금법) : 일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89.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 기술력 우수 중
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

규모(금액) 신보 40.5조원, 기보 19.7조원

신용보증서 발급절차
①보증상담,신청 [기업→은행,기업→보증기관]
②신용조사,심사 [보증기관→기업]
③보증결정통지 [보증기관→기업]
④보증서 발급 [보증기관→은행]

R&D

사업목적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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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업목적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
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을 확대, 지역
사회 이바지 도모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한도
(금액)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상세내용

•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
증, 무역어음 인수담보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시설대여보
증, 이행보증 등

보증한도
(금액)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료 : 보증금액의 0.5%~2%(재단 및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음)

상세내용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창업&벤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취약
한 지역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으로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R&D

사업목적

•재보증비율 : 60%

•보증심사 방법 : 사업성, 경영능력, 경쟁력, 금융거래상황, 재무
상태 및 지급능력 등

•보증료 : 0.5%
중견기업

•보증기간 : 5년 이내

•신청시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등
•신청, 접수 :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국번없이 1588-7365)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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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창업기업 지원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금융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
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
기업 포함)

융자조건

■ 대출금리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
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R&D

사업목적

창업&벤처

■ 대출한도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
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규모(금액) 총 16,500억원

융자범위

중견기업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교육&컨설팅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
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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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금융

투·융자 복합 금융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금융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시장 진출 지원자금

금융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
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
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
년미만 기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
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대상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 지원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총 5,750억원

창업&벤처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
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
지 아니한 기업

규모(금액) 총 1,500억원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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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
에 의거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생산
성 향상과 경영여건 개선 및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강
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금융

중소기업 육성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인천경제통상
진흥원

사업목적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
에 의거

대상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 등

R&D

대상

인천경제통상
진흥원

금융

사업목적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전자금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무역업 등

규모(금액) 총 500억원
(업종구조고도화자금 270억원, 산업구조고도화자금 230억원)
창업&벤처

규모(금액) 총 8,000억원
(기업당 일반지원 3억원, 우대지원 35.2억원, 목적성지원 83억원)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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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소기업 육성자금

부산시

금융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산시
금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5
명미만 0.1%, 5명이상 0.2%)

사업목적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5
명미만 0.5%, 5명이상 1%)

대상

부산시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대상

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제외)

*소상공인 : 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밖의 업
종-5명 미만 (단, 제조업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금액) 총 1,500억원,

*소상공인 : 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근로자 10명 미만/그 밖의 업
종-5명 미만 (단, 제조업에 한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금액) 총 1,800억원,

■ 지원조건 :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지원조건

창업&벤처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지원조건

R&D

사업목적

■ 지원조건 :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기업 개별금리 ▶ 부산시 이차보전금리 : 1.0% ~
1.5%(우대 2.5%)

■ 대출금리 : 연 3.7%(변동) ▶ 기업부담 2.9%(우대기업 2.6%), 
이차보전 0.8% (우대기업 1.1%)

■ 지원시기 : 홀수월(1,3,5,7,9월) 구,군별 지정일자 *공고문 참조

■ 지원시기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단 4월은 3일, 10월은 10일부터)

중견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개
월 이내 신규 고용 5명 미만 0.5%, 5명 이상 1.0%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개
월 이내 신규 고용 5명 미만 0.1%, 5명 이상 0.2%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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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문화기업자금

부산시
기술보증기금

금융

부산시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기업자금

금융

지식문화기업 육성

사업목적

기술혁신기업 육성

대상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총 100억원, 8억원 이내(육성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은 부산시로 이전완료 후 1년이내 기업으로서 영화, 게
임, 디자인 업종(협약업종)에 한함.
※ 상환조건, 대출금리는 육성, 운전자금과 동일 적용

규모(금액) 총 900억원 (상반기 : 500억원, 하반기 : 400억원)

•지원한도 : 8억원 이내(육성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대출금리 : 연 3.7%(변동) ▶ 기업부담 2.9%(우대기업 2.6%), 이
차보전 0.8% (우대기업 1.1%)

지원조건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
개월 이내 신규 고용 5명 미만 0.1%, 5명 이상 0.2%

•8억원 이내(육성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은 부산시로 이전완료 후 1년이내 기업으로서 영화,
게임, 디자인 업종(협약업종)에 한함.

중견기업

•대출금리 : 연 3.7%(변동) ▶ 기업부담 2.9%(우대기업 2.6%), 이
차보전 0.8% (우대기업 1.1%)

창업&벤처

지원조건

※ 일자리창출기업 이차보전 추가 지원(1년간) : 대출실행 후 3
개월 이내 신규 고용 5명 미만 0.1%, 5명 이상 0.2%

교육&컨설팅

40

부산시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051-606-7699
www.bepa.kr > 지원사업안내 > 종합정보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부산시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051-606-7699
www.bepa.kr > 지원사업안내 > 종합정보
국민체육진흥공단

41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R&D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개발(TIPS 프로그램)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개발기획 지원사업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

R&D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협력체의
異種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신시장 창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회 제공

대상

융합전략과제, 현장기획과제

사업목적

대상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 기술
개발(TIPS 프로그램)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TIPS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선도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
러레이터 (엔젤투자 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창업팀을 선
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하고,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
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기준 ① 창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② 업력 : 해당
평가 월의 추천마감일

2017 사업지원 내용은 공지사항 참조

①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 (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팀 또는 예
비 *창업팀 (2인 이상으로 구성)

창업&벤처

규모(금액) 506억원 (계속과제만 지원)

R&D

사업목적

R&D

금융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2016년 기준)

※ 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
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 운영사가 해당 창업팀을 추천한 날 기준이며, 창업팀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팀의 지분이 6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중견기업

② 창업팀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운영사 지분율은 30% 이하

③ 창업팀이 희망할 경우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도 위탁연구기관으
로 참여 가능
교육&컨설팅

규모(금액) 300억원(기술개발자금 예산 기준)

지원내용

창업팀당 최대 10억원(1+9) 내외(3년 이내)

•운영사가 보육·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
담당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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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 내외)에 정부가 기술개발자금(최대5
억원)을 매칭하여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등(최대 4억원)을
추가 연계

R&D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R&D

기업성장 기술개발 지원사업

서울산업
진흥원
금융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R&D 목
적으로 공동 활용시 장비사용료를 지원

대상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
는 중소기업

사업목적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자금 지원

대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기업
•기존 제품경쟁력 향상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60%이내, 민간현금 출자 의무, 기술료 징
수형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165억원
규모(금액) 과제당 최대 2억원/년, 2년 이내 지원

참여자격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내 최대 3천만원까지 온라
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지원방법

•민간부담금: 과제당 총 사업비의 40%이상 부담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시작품·시제품 제작, 성능·신뢰성 시험,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지원

•지정기관(자유형 공동활용)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공동활용에 제공 가능한 정부출연 연구기
관 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창업기업
(업력 7년이하)

담당부서
홈페이지
46

정부출연
기업부담금
금 비중
70% 이내

30% 이상
(현금)

60% 이내

40% 이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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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일반기업
(업력 7년초과)

활용기간 및
지원한도
연중 수시활용
(1회 60일 이내)
3천만원
+추가 2천만원
연중 수시활용
(1회 60일 이내)
3천만원
+추가 2천만원

•개발목표 상품의 시장조사 및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양산 및
투자계획 수립, 시장출시 전략 수립 등 사업화 전략 및 특허전략
수립 포함 가능
교육&컨설팅

구분

•사업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지원

중견기업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개별장비 도입금액 1
천만원이상 연구장비를 10대 이상 보유한 대학 및 연구기관, 연
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원조건

•시지원금 : 과제당 총 사업비의 60%이내, 최대 2년, 4억원(2억
원/년)까지 지원

창업&벤처

지원내용

R&D

기술개발기획 지원사업

서울산업
진흥원

R&D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

서울산업
진흥원
금융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R&D 과제 기
획 등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사업목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형 기술창업 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용을 지원

대상

신제품 개발 계획 및 R&D 과제기획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소재 중
소기업

대상

디자인 및 연구개발이 완료된 워킹목업 이상의 시제품 제작이 가능
한 창업기업

규모(금액) •제품기획형: 과제당 최대 0.3억원(6개월 이내)

규모(금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과제기획형: 과제당 최대 0.1억원 (3개월 이내)

•과제당 최대 0.3억원/6개월 이내
창업&벤처

지원방법

R&D

사업목적

•제품기획형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현금출자 의
무, 기술료 미징수
•과제기획형 : 지원금은 총 사업비 100%, 기술료 미징수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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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R&D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17년 신설)

R&D

공정·품질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금융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제품의 서비스화, 전통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전통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생산성 향상

사업목적

제품·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시장·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
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제고

대상

•제품서비스화 :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규서비스창출 : 전통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및 관련 협·단체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총 360억원
규모(금액) 총 58억원 (신규 58억원)
창업&벤처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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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
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R&D

사업목적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금융

사업목적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구매조건부 :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및 판로처 확보를 동시에 지원
•네트워크형 :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기술과 사업화지원기관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진출 역량 확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기술전문기업 :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
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R&D

대상

규모(금액) 총 106억원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창업&벤처

규모(금액) 총 1,536억원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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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여성참여 활성화 과제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및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대상

•창업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상기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아래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금액) 총 1,106억원(1차 : 488억원, 330개 과제 내외)

창업&벤처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사업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이내 지
원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도전! K-스타트업
창업인턴제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K-Global Startup 공모전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제품화/문화확산)
K-Global 스마트미디어
K-Global DB-Stars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청년창업 SMART2030
성공창업 아카데미

담당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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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벤처

중소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청

(2016년 기준)

금융

사업목적

사업목적

•신제품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
원을 통해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再起)를 지원하며, 7대 전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생·퇴출 등 ‘재기’관련 처방전을 받은
기업,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이자비용)이거나 이자비용이 연체
된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

대상

창업&벤처

규모(금액) 총 규모 30억원
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

지원조건

•기업의 상황 진단
•법률진단(도산법상 부인권여부, 법령위반 등)
•운전자금 진단(회생절차시 재원마련 가능 여부 등)
•기업의 경영평가
•전문가 종합의견(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
소기업(7년미만)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규모(금액) 총 6억원

컨설팅
내용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은 재기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통
해 실패기업인의 경험·기술 등 사회적 자산의 사장 방지와 원활
한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
R&D

대상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가그룹의 심층진단을 통해 청산 또
는 회생 여부에 대해 진로를 제시하여 신속한 구조조정 및 재기를
지원

가중평균금액별 2~5일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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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

글로벌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화 과
정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대상

3년 미만 창업기업

사업목적

(글로벌 창업진출 지원)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미국,
중국 등 현지 및 국내 창업교육·현지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코칭
하고, 성공적 글로벌 창업·진출 제고

대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기업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총 300억원, 600개사 내외
규모(금액) 33억원(50개 팀 내외)
•자금 3천만원, 서비스 2천만원(멘토링, 엔셀러레이팅)
•기본 지원사항 : 사업모델(BM) 개발.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사
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투자
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등

지원내용

•해외 현지진출 창업 팀의 창업의지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
•해외현지 창업연수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
1. 창업연수 : 사업모델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

•연구원 창업지원 특화 프로그램 : 창업기업의 대표가 교원 또는
연구원인 경우 신청 가능 (기본 지원사항 외에 연구원 특화 창업
지원센터 제공 특화 프로그램 추가 지원)

창업&벤처

지원내용

2. 현지

창업보육 : 창업연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보육
대상 기업을 선발한 후 해외현지 보육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58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535
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535
www.smba.go.kr > 지원정책 > 창업/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59

도전! K-스타트업 (2016년 기준)

창업&벤처

창업인턴제

사업목적

창업 잠재력을 가진 예비·초기 창업자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과
시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화 기회 제공

사업목적

창업 준비과정에 중소·중견기업에서의 현장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창업을 도모

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13.1.1 이후) 창업자(팀)

대상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
상 수료자) 또는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의 미취업자

중소기업청

k-startup
금융

창업&벤처

R&D

※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의 범위
와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채용기업 요건 
①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②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규모(금액) ■ 4개 부처별 대회 통과팀(총 100개팀 내외)
규모(금액) 50억원(창업인턴 50명 내외)

지원내용

•인턴활동 :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100만원 이내의 인턴활동비
지원)
※ 근무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희망시 단축(3개월 이내)가능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창업인프라 구축, 창업활동,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 인턴활동

수료자 중 사업화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중견기업

■ 최종 수상자혜택(10개팀 내외)
•상장 및 상금 수여
[대상: 2억원(1개팀) / 최우수상: 1억원(1개팀) / 우수상: 3천
만원(8개팀)]
•전시·박람회 참가 및 판로·마케팅 등 지원
•크라우드펀딩 및 투자자 연계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연계 지원

창업&벤처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일정 규모의 창업지원금 지급(부처별
기준에 따라 5백만원 내외)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BI센터 입주에 대한 우선 고려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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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사업목적

재도전 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확대 지원

k-startup

창업&벤처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사업목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선도벤처기업의 인프라 활용,
성공 노하우 전수, 상호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

대상

2인 이상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등

※ 지원분야 : K-ICT 9대 전략산업 분야 (소프트웨어(SW), 사물인
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이동통신, UHD, 스마트 디바
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규모(금액) 70억원 (78개 내외, 최대 9천만원)

*재도전 기업인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
(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
창업 또는 예정자

지원내용

•선도벤처의 직접투자 및 구매·아웃소싱, VC유치, 해외마케팅
등 협력비즈니스 연계 지원

규모(금액) 85억원 내외 (75개 과제 내외)

지원내용

•창업전반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교육·컨설팅, 사업아이템 개발
및 마케팅 비용 등

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 시장성이 있는 재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창업컨설팅, 마케팅·홍보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창업&벤처

재도전 기업인*이 대표 또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는 ICT분야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본인 및 공동창업)

R&D

대상

k-startup
금융

창업&벤처

•민간투자 연계지원 : 재도전 기업의 성장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
금 지원
※ 중기청과 통합공고 개시 후 지원 내용 변동 가능

교육&컨설팅

홈페이지
62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02-2110-25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58
http://www.nipa.kr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판로&수출

담당부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4423
창업진흥원 ☎042-480-4346

홈페이지
국민체육진흥공단

63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창업&벤처

K-Global Startup 공모전

사업목적

여성벤처창업CEO 양성 플랫폼을 통해 여성벤처 CEO를 꿈꾸는 예
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사업목적

ICT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발굴하여, 창업·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대상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여성벤처기업

대상

ICT 기반의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개인(팀)
및 중소 벤처기업

K-Startup

K-Startup
금융

창업&벤처

R&D

규모(금액) 5억원 (총 60명 내외)
규모(금액) 약 10억원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비즈플랜캠프, 전문창업교육 및 선배 CEO
밀착코칭, 사업화과제 해결(최대 5백만원) 등을 지원

지원내용

창업&벤처

지원내용

•협업 공간 및 인프라 제공
•국내외 전문가 멘토링 지원
•우수 스타트업 시상 및 창업자금 지원
•비즈니스화 및 해외진출 지원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042-481-8938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3440-746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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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목적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ICT분야 창업기업의 전주기적 맞춤형 지
원을 위한 ICT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ICT 분야 예비 창업
자, 재도전 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K-Startup

창업&벤처

사업목적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제품화/문화확산)

K-Startup
금융

창업&벤처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디자인·
비즈니스 등 시제품 개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작문화 확산 추진
※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존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디바이스)를
넘어 IoT환경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간·사물간 전달하
는 지능화 된 단말을 포괄적으로 지칭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ICT 및 ICT 융합 분야 유망 스
타트업의 발굴, 초기투자, 멘토링,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
는 국내법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와 주변 환경이 상호연동
하여 실감·지능·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디바이스
(스마트와치, 가상현실글라스, 스마트칫솔 등)

지원내용

•유망 스타트업 발굴,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대상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창업&벤처

※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제한기관 및 채무 불이행
경영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은 제외

규모(금액) 18 억원 (액셀러레이터 6개사)

R&D

대상

규모(금액) 14억원
(공모전 : 20팀, 제품화 200건, 문화확산 : 프로그램별 20∼40명)

지원내용

•공모전 : 입상팀에 미래부 장관상 및 유관기관상과 상금 수여, 본
선진출작 대상 시작품 개발 지원 등

중견기업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선발 된 스타트업의 사업비 지원

•제품화 : 창작공간 및 장비 지원, 제품기획, 디자인, 제품설
계·PCB 제작, 외관제작, 시험인증 컨설팅 및 필드테스트 등 시
제품 제작 지원

※ `17년 사업계획 미정으로 변동 가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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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02-2110-25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043-931-5562
http://www.ni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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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02-2110-293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팀 ☎031-776-4712
http://www.devicelab.kr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컨설팅

•문화확산 :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디자인·기술·비즈니
스 등 수요자 기반의 실습 중심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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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스마트미디어

창업&벤처

K-Global DB-Stars

사업목적

중소·벤처의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사업목적

데이터 활용에 핵심가치를 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대상

신규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개발사, 1인
창조기업 등

대상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등

K-Startup

K-Startup
금융

창업&벤처

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벤처와 플랫폼사가 함께 모이는 스마트미디어X 캠프를 개
최하여, 중소·벤처에 아이디어 발표 및 플랫폼사와의 상용화 매
칭 기회 제공

•지원금 :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비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
•데이터 특화 컨설팅 :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비즈
니스 적용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 현장방문컨설팅 지원

•참가자 중 우수 중소·벤처를 선정하여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자금 지원 등

창업&벤처

규모(금액) 4.5억원(12개팀)

R&D

규모(금액) 7억원(선정된 10개 서비스에 각 7천만원 지원)

•교육·멘토링·네트워킹 : 사업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 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각종 네트워킹 행사 등 지원

중견기업

•데모데이 : 후속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국내 유명 VC·엑셀러레
이터와 연계한 데이터 스타트업 통합 데모데이 행사 개최

교육&컨설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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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02-2110-187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 ☎02-3151-0742
http://www.smcenter.kr/program/capm.asp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 ☎02-2110-2849
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 ☎02-3708-5401
DB-Starts 운영사무국 ☎02-3708-5404~5
http://www.dbstars.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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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사업목적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를 선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K-Startup

창업&벤처

관광벤처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목적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
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대상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K-Startup
금융

규모(금액) 22억원

•창업공간 :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창업비용 : 교육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 창업비용 지원

지원내용

•관광벤처사업공모전 선정사업 대상 사업(활성)화 자금지원

•창업 멘토링 : 담임멘토·전문멘토를 통한 상시 창업·경영 상담
및 자문 제공

•관광 전문 창업 지식, 기술 등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창업교육 :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국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지원

창업&벤처

(공모전 당선사업 대상 사업화자금·관광특화교육·컨설팅·홍보
마케팅·투자유치·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내용

R&D

규모(금액) 150억원(500팀 내외)

•재무·회계·법률·투자유치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 등

중견기업

•사후지원 : 네트워크 및 외부자원 연계 등 사후지원 프로그램 제공

교육&컨설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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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42-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8
http://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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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29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팀 ☎02-729-9461~4
http://www.tourventure.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71

경기콘텐츠
진흥원

청년창업 SMART2030

사업목적

문화콘텐츠분야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층 예비창업자를 모집

대상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층 예비창업자

서울산업
진흥원

창업&벤처

성공창업 아카데미

사업목적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예비 창업자의 기초 비즈니스 역량을 높
여드립니다.

대상

창업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지원내용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창업트랜드 반영한 기초부터 심화까지 창
업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제공

금융

창업&벤처

R&D

규모(금액) 1:1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부터 총 7.2억원에 달하는 창업 자금을
지원

•창업멘토단을 활용한 창업일반 문의 상시상담 제공
•창업 교육지원(※총 60시간)

창업&벤처

지원내용

•초기사업비 지원(※창업교육 일정 시간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대
상으로 평가 후 지원)
•기타 창업 공간 지원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지원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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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클러스터팀 ☎031)776-4616
www.gcon.or.kr > 공지&뉴스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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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02-3430-2230
www.sba.seoul.kr > 사업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73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창업&벤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규모(금액) 총 1,951억원 (신규 1,682억원, 계속 269억원)

지원내용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창업과제 : 일반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연구인력 채
용기업, 여성 예비창업팀의 기술개발 지원
•창조경제연계과제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기업 및
‘창조경계타운’에서 추천받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기
 술창업투자연계 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법
인), 크라우드펀딩 등이 선별, 투자한 창업기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
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클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 크라우드펀딩에 성
공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중견기업
글로벌화 촉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담당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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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042-388-0312
www.tipa.or.kr > 지원사업 > R&D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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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견기업

글로벌화 촉진 (2016년 기준)

사업목적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판
로 개척 지원

대상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목적

글로벌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직접 및 연계 지원

대상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청

(2016년 기준)

금융

•글로벌지향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비중 10%
이상

규모(금액) 최대 5년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지원
(총사업비 50% 기업부담)

기업의 수출성숙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최대 5
년간 KOTRA의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지원
(총사업비 50% 기업부담)

•기술혁신역량 등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 이
상 또는 5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8%이상
창업&벤처

지원내용

R&D

•기업규모 : 매출액 100억(SW부문은 25억)~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규모(금액) 120개사
※ ‘15년 지원현황 : 지역강소기업 72개사, 글로벌강소기업 55개
사를 선정·지원

•KOTRA, KBC, 참가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수요와 역량에 맞게 연
차별 구체적인 글로벌화 로드맵 수립
•수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부터 전략적 제휴, 해외직접 투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화 방식 지원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지원 방법
2년간 65%이내,
최대 6억원
3년간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기업당 50~70% 이내
지원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지원

판로&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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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042-481-6835
www.smba.go.kr > 지원정책 > 중견기업

내용

우수
R&D과제에 대한 R&D자
R&D
금지원
•기업의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국
비 해외
•목표시장 맞춤형 글로벌 마
마케팅
케팅 및 수출 세부프로그램
지원
지역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지
방 자율지원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
비 프로그램 형 지원

교육&컨설팅

담당부서
홈페이지

구분

중견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042-481-4484
www.smba.go.kr > 지원정책 > 중견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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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목적

수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으로
수출 확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

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규모(금액) 총 2,394억원 (신규 1,268억원, 계속 1,126억원)
•수출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5억원 65%이내

지원내용

① 수
 출기업기술개발(821억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국형 히
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② 혁
 신기업기술개발(1,573억원) :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R&D 지원

교육&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마케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담당부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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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 ☎042-388-0312
www.tipa.or.kr >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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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교육&
컨설팅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교육&
컨설팅

마케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경기콘텐츠
진흥원
금융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정체
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목적

경기도내 콘텐츠기업의 실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축
하고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수익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도출

대상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

대상

경기도내 콘텐츠기업 및 기 특례보증 신청 기업 대상

지원내용

기업/컨설턴트 매칭, 컨설팅, 모니터링, 전략 강화 보완 컨설팅 등

규모(금액) 총 125억원

R&D

사업목적

경영 및 기술컨설팅 107억, 특화형 컨설팅 3억원, 원스톱 창업지원
컨설팅 5억원

과제명

창업&벤처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견기업

컨설팅 내용
경영·기술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
경영·기술 업력·업종
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
컨설팅
제한 없음
(FTA),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
지/녹색경영, R&D, 사업전환 등)
특화형 업력 7년
新서비스업분야, 미래성장산업, 창조경
컨설팅 이내 기업
제혁신센터 추천업체
예비창업자재 공장설립(변경) 승인 등
원스톱
창업자업력 ※ 단,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의 경우
창업지원
7년이내
2백만원 지원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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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 ☎042-481-8909
www.smbacon.go.kr > 사업안내 > 2016년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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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경기콘텐츠진흥원 전략사업팀 ☎032-623-8023
www.gcon.or.kr > 공지사항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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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컨설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서울산업
진흥원

지원조건

•매출액 : 매출 100억원 ~ 1000억
•글로벌 지향성 :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이상
•기술혁신 역량 :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1%이상
또는 CAGR(연평균성장률)8% 이상

사업목적

경상북도 소재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
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지역중소기
업을 위해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 상 기술 장벽 해
소 및 수출촉진을 도모

대상

경상북도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170개 분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2개 인증
까지), 각 건당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50%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 : 해외마케팅 지원(글로벌 성장
전략 및 마케팅, 수출 지원 등)

창업&벤처

지원내용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R&D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수출 주도형 우수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서울시, 서울지방중기청과 협력하여 추진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금융

사업목적

교육&
컨설팅

•기술연구개발 : R&D 과제 및 IP 전략수립 등 지원
•서울시 자율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사업지원 및 SBA 지원사업
연계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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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 ☎02-2222-4281
www.sba.seoul.kr > 사업 안내 > 우수창업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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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054-476-9312/9315
http://home.sbc.or.kr/
국민체육진흥공단

83

판로&수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사업
중소기업 마케팅 이노베이션
온라인 판로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수출 첫걸음 지원
월드챔프 육성
K-Global 해외진출사업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열린무역관사업
국내전시사업
해외전시사업
중국 모바일 상거래 지원
수출기업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
해외 온라인 판로개척 (서울 트레이드몰)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판로&수출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중소기업청

(2016년 기준)

금융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자금, 인력 등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A/S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전국적인 중소기업 A/S 시
스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와 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판로 확대 지원

대상

A/S 및 고객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
•참여가능제품(14개 제품군) : 생활가전군, 주방가전군, AV기기
군, PC군, 멀티미디어군, 차량용품군, 조명기기군, 가구군, 의료
기기군, 유아용품군, 스포츠용품군, 소프트웨어군, 산업용장비군,
생활용품군

사업목적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하여 공동상표 개발·홍
보를 추진하거나 OEM 중소기업이 자체브랜드 홍보를 추진할 경우
홍보비를 지원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무도장·골프장·스키장·도박장·주
점 또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영업 제외

규모(금액) 16개 브랜드

지원내용
•중소기업 공동 A/S콜센터 운영 지원

•공동상표 개발 : 공동 마케팅을 위해 네이밍 개발·홍보 지원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40백만
원 이내)

•전국적 A/S서비스망 구축지원 및 연계인프라 지원
•전문가 제품진단을 통한 제품 개선 지원

•OEM 기업 자체브랜드 홍보 : 주문자 상표 생산방식(OEM)으
로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자체상표를 개발한 경우 홍보 마케팅
지원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30백만
원 이내)

•기타 A/S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중견기업

•공동상표 홍보 :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마케팅 지원
※ 중기청

70%, 지원기업 30% 매칭지원(상표당 최대 40백만
원 이내)

•A/S전산시스템(A/S전산프로그램, 자료 분석, 비용 정산 등) 제공

창업&벤처

(전체 예산 9.6억원 / 공동상표 개발 5개, 공동상표 홍보 8개, 자체
상표 홍보 3개)

규모(금액) 720업체(전체 예산 90억원)

지원내용

R&D

사업목적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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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4398
www.imstars.or.kr > 사업안내 > 마케팅 지원사업안내 > 공동A/S지원

2017 스포츠산업 지원정책 가이드북

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481-8950
www.smba.go.kr > 지원정책 > 판로/수출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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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중소기업 제품 홍보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중소기업 마케팅 이노베이션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발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인지도 향상과 판로
개척을 지원

사업목적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반응조사, 마케팅전략수립, 제품개선의 마케팅 능력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시장진출 촉진 및 제품 경쟁력 향상을 지원

대상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 정보통신기업은 서비스 소프트웨어제품
가능

대상

•창업, R&D 등 정부지원 소비재 완제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적용 상품 등 소비자 판매가 가능한 중소기업 완제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하
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서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14개 제품군

규모(금액) 전체 예산 31.5억원

규모(금액) 500개 제품(전체 예산 29.6억원/ 소비자반응조사 500개, 마케팅
전략수립 250개, 제품개선 50개)
•매체 홍보 : 주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뉴미디어 등)에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 하여 대국민 제품 인지도 향상과 구매
유인

지원내용

•시장성 조사 : 사전평가를 통해 선별한 예비 혁신제품에 대해
소비자 반응조사 지원(500개 제품)
•마케팅 전략수립 : 시장성 조사결과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서
는 마케팅 전문기관 및 상품기획자(MD) 등의 ‘마케팅 전략수
립’을 지원(250개 제품)

중견기업

•판매 홍보 : 홍보와 동시에 판매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판
매채널(소셜커머스, TV홈쇼핑) 판촉·홍보 기획

창업&벤처

1,868제품(매체홍보 638제품, 소셜커머스 1,150제품, TV홈쇼핑
80제품)

지원내용

R&D

사업목적

•제품개선 : 마케팅 전략수립 결과 제품개선이 필요한 제품(50
개 제품)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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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온라인 판로지원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사업목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
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
•국내제조 또는 OEM(국내 중소기업 원천기술 보유) 표기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규모(금액) 260억원(약 1,600여개사지원)

규모(금액) 3,100제품(전체 예산 23억원/ 상세페이지 3,000개, 홍보동영상
100개)

•수출관련교육, 디자인, 바이어연계, 심층시장조사, 글로벌브랜
드개발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수출역량별로 차등지원
•교육 :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과정, 국제무역전문
가과정 등

창업&벤처

지원내용

지원내용

R&D

대상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시장 입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품 상세페
이지 및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 또한 온라인 판매기획전도 수시
로 개최하여 판촉·홍보지원

•홍보용디자인 : 외국어포장디자인, 카탈로그(종이, 전자), 홍
보동영상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필요
한 제품 상세페이지 3,000개 무료 제작 지원(최대 5개 제품 신청
가능)
•홍보동영상 제작 : 중소기업제품의 온라인 홍보를 위한 동영
상 100개 제작지원(최대 1개 제품 신청가능)

•마케팅 : 국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 마케팅,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등

중견기업

•시장정보제공 및 홍보 :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해외신용조
사, 해외상품 홍보 공중파 해외광고,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등

•심층시장조사 : 진출 국가 시장분석 및 경쟁사 제품사양, 바
이어 인터뷰 등

•진출전략컨설팅 : 자사의 수출경쟁력분석 및 대응전략, 중장
기 해외진출 로드맵 작성
•글로벌브랜드개발 : 수출제품 고부가가치를 위한 브랜드 전략
수립 및 로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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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

•제품디자인개발 : 수출제품의 디자인설계, 도면작성, 목업개
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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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금융

해외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 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등의 파
견을 통한 수출저변 확충 및 수출촉진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현지 마케팅전문기업 등을 활용하여 수출판로 개척

사업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
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
외규격인증획득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대상

무역촉진단 활동을 주관하는 단체로 전문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
합, 업종별 협회 및 수출유관기관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단, 아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내에서 공통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등)의 50%

R&D

사업목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
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당 2억원 이내에서 공통경비의 70%
지원

규모(금액) 일반해외3억, 고부가가치 해외 5억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
규모구분에 따라 50~70%비율로 차등지원

중견기업

지원내용

•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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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수출금융 지원사업
(2016년 기준)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수출 첫걸음 지원

중소기업청
금융

담보부족 등으로 시중은행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자금을 신용위주로 지원

사업목적

내수기업 대상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
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을 강화

대상

융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용역, 서비
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상

내수기업 및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GCL(글로벌역량) 평가 및 현장평가 후
규모(금액) 업체당 연간 10억원

최종 선정)

지원내용

•융자범위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

창업&벤처

•바우처한도 : 기업 당 2,000만원 * 국고 : 1,400만원(보조율 :
70%), 참가기업 자부담 : 600만원(30%)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9%p가산(기준금리)
•대출기간 : 180일 이내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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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월드챔프 육성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

대상

•한국형 히든챔피언 선정기업(월드챔프)

중소기업청

판로&수출

K-Global 해외진출사업

사업목적

ICT융합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및 성
장할수 있도록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교육, 사무공
간, 투자유치 등 해외진출 지원

대상

IICT 융합 분야 예비창업 및 7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

K-Startup
금융

•
R&D

•성장잠재력이 높은 강소·중견기업(Pre 월드챔프)
•월드챔프 육성사업 졸업 기업(Post 월드챔프)

규모(금액) 총 51.8억원
규모(금액) •지원규모 : 지원기업 200개사 내외
지원내용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 국제변호사, 회계
사, 변리사, 마케팅 전문가, 투자 전문가 등 센터 내 전문 인력으
로 컨설팅 지원

창업&벤처

•지원한도 : 기업당 4,500만원∼7,500만원 한도(보조율 30~70%)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피칭교육 지원
•글로벌 교육 지원 : 글로벌 창업 전문교육을 통해 스타트업 운영
에 필요한 전 분야 스킬 향상 교육 제공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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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startup.go.kr > 판로·해외진출 > K-Global 해외진출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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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사업목적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여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대상

KOTRA 기업회원은 모두 가능

지원내용

내수기업/수출기업별 진단결과에 따라 주요 역량별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사업을 추천 (추천사업 : KOTRA 52개 사업과 유관기관
115개 사업을 포함한 총 167개 사업)

KOTRA

판로&수출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1:1 전담 밀착 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수기
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대상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지원내용

■ 수
 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KOTRA
금융
R&D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
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 해
 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창업&벤처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 사업 연계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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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02-3460-7325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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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KOTRA 신규수출기업화추진단 ☎02-3460-7538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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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열린무역관사업

판로&수출

국내전시사업

사업목적

KOTRA 해외무역관 중 지원가능 무역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사무공
간 제공

사업목적

유망한 국내전시회 개최지원으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회의 국제화·전문화 유도

대상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

대상

Gllobal Top 후보, 유망, 합동·통합전시회로 구분하여 지원

지원내용

•최대5일까지 사무공간, 체류정보안내 무료

지원내용

해외홍보비, 해외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등 해외마케팅 필요경비
및 전시정보화 구축비 등 지원

KOTRA

KOTRA
금융

판로&수출

R&D

•지원 무역관 (80개국 119개 무역관)

창업&벤처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02-3460-7344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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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KOTRA 전략전시팀 ☎02-3460-7293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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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해외전시사업

사업목적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
관을 구성하여 수출업체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KOTRA

판로&수출

중국 모바일 상거래 지원

사업목적

•중국 온라인 쇼핑의 대표적인 거래 수단으로 급성장 중인 모바일
쇼핑시장을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략할 수 있는 기반마련

부산시
금융

•지역기업 제품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구축 및 모바일 promotion 서
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제품의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Global Top 후보, 유망, 합동·통합전시회로 구분하여 지원

규모(금액) 바이어와 상담 건에 대한 사후 지원 필요시 무역관에서 지원

대상

부산에 소재한 소비재관련 중소기업

규모(금액) 지역기업 20개사 내외, 서포터즈 15명 내외
•직접소요 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이내 국고에서
지원단, 출장자 항공임, 숙식비, 통역비 등은 참가업체 개별 부담
•한국관 면적 임차, 장치 디자인 시공, 전시품 운송/통관, 통역섭
외, 바이어 유치, 상담 후 사후관리 등 기타 행정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중국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제품 홍보 및 중
국 유학생 모바일 서포터즈 운영하여, 바이럴 마케팅 진행

창업&벤처

지원내용

R&D

대상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KOTRA 해외 전시팀 ☎02-3460-7294,7285
www.kotra.or.kr > 지원사업안내 > 해외시장개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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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지원센터 ☎ 051-600-1725
area1.busan.go.kr > 지원사업안내 > 수출 인력 및 인프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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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수출기업 해외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목적

외국어로 된 기업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대상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하 부산소재 중소기업

부산시

판로&수출

해외 온라인 판로개척
(서울 트레이드몰)

서울산업
진흥원
금융

판로&수출

서울시 수출희망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를 통한 해외 유망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온라인 B2B 플랫폼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 제조·유통기업

지원내용

•서울트레이드몰(해외 온라인 B2B 판로지원)

R&D

사업목적

규모(금액) 35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수출희망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를 통한 해외 유망 바이어
발굴을 위한 해외 온라인 B2B 플랫폼

•외국어 홍보 카탈로그 : 제작비의 80%이내, 업체당 1,500천원
한도

•홈페이지 :www.seoultrademall.com
•제품 홍보 영문 e카탈로그 제작,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창업&벤처

•외국어 홍보 동영상 : 제작비의 70% 이내, 업체당 3,000천원 한도

중견기업
교육&컨설팅

부산경제진흥원 해외사업지원센터 ☎ 051-600-1725
area1.busan.go.kr > 지원사업안내 > 수출 인력 및 인프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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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홈페이지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87
www.sba.seoul.kr > 사업안내 > 유통판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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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담당부서
홈페이지

판로&수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사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사업목적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수출성장 잠재력이 높고 해외시장 진
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全과정 (수출
준비→해외영업→수출)을 밀착지원

대상

총 70여개사 *(기존회사 GMD) 신흥시장*, 전자상거래, 해외 B2G,
유통전문회사 등 4개 전문분야별 선발 (50여개사)* 5대 신흥시장 :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규모(금액) 중소·중견기업 550여개사 (GMD 선발 70여개사)

지원내용

■ GMD 매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평균 보조율
70%)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자금(장기 5
년) 우대 지원
•해외규격인증(플러스 가점 부여),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
단체무역보험 일괄가입
■ GMD에 대한 지원
•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
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
•직매입계약을 체결한 GMD에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 1년) 및
수출사업화 자금(장기 5년) 을 통한 직매입자금 등 융자지원
•단기 무역보험 보험료 50% 할인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

담당부서
홈페이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지원처 ☎ 055-751-9725
hp.sbc.or.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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