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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Q87 개인사업자에서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
이전 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5

Q8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106

Q89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산재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교육이 있다던데 교육대상은 누구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07

Q90 클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신청 조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08

90

Q91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109

Q7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1

110

Q75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입주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92

Q92 대구지역 기계분야 중소기업입니다. 기계산업분야의 업체들과 상호소통을 하고 싶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 다양한 행사참여와 정부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Q9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111

Q94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12

Q9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및 혜택, 조건이 있나요?

113

Q9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본사가
대구로 이전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정지원이 있나요? 지방세관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114

Q97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무엇인가요?

117

Q98 공장설립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18

Q99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건축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9

Q100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며,
대구국가산업단지 신규 분양 신청절차도 궁금합니다.

120

산학협력 (5)
Q76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싶어요.

93

Q77 DGIST 산학협력관 입주 시 선정기준 및 절차는 무엇이며,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94

Q78 산업체 연구과제 협약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부, 기관 등과 진행하는 일반적인 R&D 연구
과제 협약절차와 차이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정부(중앙)기관이나 다른 연구과제들은 계약서 분
량이나 기재요구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계약서는 원래 간단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로 더 준비해야 하는지요?

95

Q79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96

Q80 가족회사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97

창업 | Startups

아이디어는 있는데 1인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Q1

할까요?

A.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예비)창업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사무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고, 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경영을 제공하며, 마케팅, 기업IR, 시장조사 등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대구 4개 및 경북 4개가 있으며, 각 센터에서 수시로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예비)창업자들께서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연번

주관기관

참여기관

소재지

연락처

1

대구시 수성구청

수성대

대구 수성구

053-784-8261

2

㈜나누미넷

-

대구 중구

070-8277-8907

3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계명문화대

대구 달서구

053-589-7933

4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

대구 중구

053-428-9909

문의기관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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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무엇이며, (예비)창업자로서 공장설립(변경) 승인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자 합니다.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나요?

A. 창업보육센터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3년 미만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 | Startups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인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Q3

엔젤클럽을 구성하여 엔젤투자를 하려는데 결성요건이 어떻게 되며, 엔젤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엔젤클럽은

회장, 총무 등 5인 이상의 회원이 조직을 갖추고, 일정요건의 투자실적을 갖추거나 엔젤투자

입주기업을 위해 컨설팅, 마케팅 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경북

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교육(적격엔젤양성과정, 전문엔젤투자자 양성과정) 이수자 2명 이상이면 등록할 수

지역에는 총 34개(대구 12, 경북 22)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단, 등록 후에는 분기별 클럽활동 보고서 제출 및 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5천만원 이상)이 있어
야합니다.

대구지역 창업보육센터 현황

* 최근 2년간 투자건수 2회 이상 및 투자건당 500만원 이상으로 합산 2천만원 이상 신주투자실적

연번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보육실 면적(㎡)

보육실 수(개)

1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북구

053-950-6199

1,548.0

28

2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남구

053-620-2043

2,076.6

46

3

대구드림파크

대구 달서구

053-587-7623

3,584.2

22

4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053-626-6195

2,150.2

23

5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남구

053-650-9476

3,569.9

54

6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북구

053-320-1399

3,305.0

57

7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수성구

053-749-7015

1,367.0

27

8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달서구

053-560-3764

657.9

21

9

청년ICT창업성장센터

대구 북구

053-422-9081

820.7

23

10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대구 북구

053-210-9535

870

12

11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 달서구

053-589-7930

508

10

12

대구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대구 북구

053-235-1560

360.3

18

엔젤투자는 창업초기단계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Seed Money)을 제공하여 창업초기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투자의 한 형태로써, 개개인(개인엔젤, 전문엔젤)과 집합체(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엔젤투자자에게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대상기업 : 벤처기업, 전년도 연구개발비 연간 3천만원

소득공제
(법 제16조
영 제14조)

이상인 창업기업(3년 이내), 기술력 우수 창업기업(3년 이내)
•소득공제 비율 : 1천5백만원 이하(100%),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50%), 5천만원 초과(30%)

세제지원

* 공제한도 : 연간종합소득의 50%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법 제14조
영 제13조)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투자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3년
경과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과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원스톱창업지원)을
통해 공장설립(변경) 승인에 필요한 컨설팅 금액을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창업초기기업에 투자실적 등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온라인(www.smbacon.g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18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반드시 2019년 사업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에 투자

투자활동 지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투자한도
- 투자대상기업 : 1회 3억원, 추가투자 1회 누계 3억원
- 엔젤 : 개별엔젤 2억원, 전문엔젤 10억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20억원

문의기관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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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59-2217, 한국엔젤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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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40-7400

Q4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의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5

수 있는지요? 또한, 창업 7년 이상 업체는 운전자금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업 7년 이상 업체는 운전자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A. 사업전환지원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업종전환, 업종추가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아래

자금으로,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고, 12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도표의 요건을 만족한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환 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이어야 하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

합니다. 벤처기업의 신청요건 및 지원혜택, 신청은 벤처확인 및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

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해당 사업이 사업전환하고자 할 때 가능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업체의 업력, 업종별로 지원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 이상 기업에 해당되는 신성장기반
벤처유형

기준요건

확인기관

자금은 시설(설비, 공장)자금과 시운전 자금만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주업종(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이 도매인 경우 운전자금이 지원 가능하고 또 다음의 자금들은 업력이 7년이 넘어도 운전자금을

유형1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성장기반자금 :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 취약 업종 영위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 : 특허(등록 3년 미만), 중기부R&D 성공기업,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유형2
연구개발기업

②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창업 3년 이상) :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10%
(업종별 상이) 이상
(창업 3년 미만) :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유형3
기술평가대출
(보증)기업

① 중진공 대출 또는 기보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은 금액을 합산
하여 8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대비 5% 이상
②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문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16
12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문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13
13

창업 | Startups

기존 사업의 영위가 어려워 사업전환을 하고자 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창업 | Startups

Q6

Q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있나요?

재창업자금 신청시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가요?

A.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A. 재창업자금은 사업실패로 인한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실패경영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카드 사용내역이 사업과 연관된 것이라면 재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결정을 위해서는 ①신용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승인을 받거나 ②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회생 최종인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

③개인 파산·면책을 받아야 하므로 신용회복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지원 절차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금 신청

접수, 평가
(중진공)

융자 결정
(중진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구분

감면대상

감면방법

농특세

취득세

75% 감면

감면분비과세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5년간)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부동산, 차량

15.1.1.
이후창업

(비영업용승용차 제외)

17.1.1.

감면기한
신용미회복자

접수,
신용회복심사
(신복위)

신용회복지원 통보

신용회복심사
확정
(신복위)

감면분비과세
2020년
12월 31일

이후창업
토지, 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5년간)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토지, 건축물

재산세

100% 감면(3년간)
50% 감면(이후 2년간)

18.1.1.
이후창업

기업평가 의뢰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감면분비과세

053-803-2507,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 구·군 세무과
14

문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32
15

교육
(중진공)

대출
(중진공)

창업 | Startups

Q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창업지원을 받고 싶은데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수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자금 지원, 사무공간 제공, 교육, 멘토링까지 全과

Q9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 내용과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정예 유망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정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C-Lab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Fund 기반 지분투자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리드할 수 있는 선도 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1억원~최대 5억), 외부투자유치 기회 제공,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1:1전담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지금까지의 기업지원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별 칸막이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한 혁신적 기업지원 시스템으로서,

공모 및 추천을 통해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PM(프로젝트 매니저), 스타기업 육성협의회 및 스타기업 육성전담기관 등으로 구축된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혁신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총체적 지원방식으로 기업을 지원·육성합니다.

C-Lab 지원 프로그램
지원 내용

·사무공간 | 창조경제혁신센터 3층~4층(10개월, 4인 기준)

·직접지원 | 맞춤형 신속지원(R&BD),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기획 및 컨설팅 지원, PM(프로젝트 매니저)

·창업교육 | 창업캠프 실시, 전문가 특강, 1:1멘토, 기술멘토

지원, 역량강화 교육, 핵심인재 채용지원, 스타기업 브랜드 홍보 등 스타기업 직접 지원

·자금지원 | C-Fund 기반 투자(초기자금 1억원, 사업별 최대 5억원)

·연계지원 | 육성참여기관(26개 기관) + 육성협력기관(15개 기관) 지원사업 연계, 대구시 정책자금 및 지원

·투자기회 | 데모데이, Showcase 운영으로 외부 투자 연계

사업 우대 적용 등

·후속지원 | 규격인증, 소프트웨어 테스팅, 스타트업 국내외 교류지원 등

신청 요건
대구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을 연 6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신청 요건
•대구광역시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① 공통 요건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중기업 매출액 범위에
속하는 기업

스타기업100

·사업대상

|

대구소재 업력 만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지역 내 엔젤 및 개인투자자

·IR포럼

|

매 짝수달 마지막주 수요일 개최, 엔젤투자자 및 민간투자자 참여를 통한 IR기회 제공

육성사업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CAGR) 5% 이상 또는

② 선택 요건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 이상 또는

·엔젤투자상담 |

자금조달, 엔젤투자, 재무구조설계를 위한 투자상담

·IR코칭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한 IR Deck 수정 및 코칭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 이상

·네트워킹

|

엔젤투자자, 유관기관, 스타트업간의 만남의 장

•대구광역시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범위에

① 공통 요건

또한, 예비창업자, 창업자, 학생 등 시제품제작과 메이커문화에 관심있는 누구나에게 제작에 필요한 장비,
작업공간 및 교육을 제공하는 C-Fa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지정 미래산업분야 해당 기업의 경우, 별도 요건 적용함

Pre-스타기업
육성사업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CAGR) 5% 이상 또는

·위치/규모

|

대구삼성창조캠퍼스(북구 침산동) 내 메이커스페이스동 1층/ 947.67㎡

·보유장비

|

3D프린터, 금속, 목공, 재봉틀 등 26종 49개

·공간구성

|

3D프린팅공간, 커팅공간, 재봉공간, 목공공간

·운영인력

|

4명

(Pre-스타기업) 매년 5월, (스타기업100) 매년 7월
※ 대구시 및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게시판
1단계 : 사전평가

http://www.cfab.kr

·지원사항

목업 및 시제품제작 기술멘토링, 메이커양성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daegu)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053-759-9653, 투자지원팀
16

고용증가 5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공고 일정

·장비사용신청 및 안내 |

문의기관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육성팀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② 선택 요건

메이커스페이스(C-Fab) 운영

|

속하는 기업

053-759-6386, C-Fab

053-341-9693

요건심사 및
발표평가

재무건전성
평가

문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76
17

2단계 : 심층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

종합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되나요?

Q11

자금·금융 | Funds·Finance

스마트벤처창업학교는 어떠한 곳이며, 입교시 지원프로그램은 어떻게

Q10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주요 특화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창업교육, 개발 및 사업화에 이르는

A. ‘IBK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의 보증협약을 통해 창업 5년 이내 제조업 및

초기창업 全 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 청년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는 곳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전액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가능하며 최종 선발 후 입교 가능

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에 따른 전액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대출

합니다.

한도는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범위 내로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됩니다.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입교 후 앱/웹, SW, 콘텐츠, 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자금지원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약 7개월 내외)을 지원하며 청년

전액보증서
발급

창업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창업공간(사무공간, 회의실, 기숙사 등) 및 인프라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협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소비자반등조사 등 시장개척을 위한 연계지원과

소상공인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성공창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IBK성공창업대출’은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7년 이내 미래성장동력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용보증서 발급기업, 초기 창업기업, 창조경제
혁신센터 추천기업, 기술신용평가우수기업 등 기업 분류를 세분화하여 우대지원 합니다.
BM 개발

멘토링

창업공간

기술지원

후속지원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BM)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 분석 및
체계적인 기획 지원

전문가를 통한 기업
전략 및 전문기술
맞춤형 멘토링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필수 시설 지원
(사업자등록 주소,
비즈니스 공간 및
기숙사 제공 등)

개발 툴 활용, 서비스
모델 수립, 프로그램
아키텍쳐 설계,
디자인, IP 전략
수립, 인증획득 지원 등

아이디어를 사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IBM)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정보제공,
분석 및 체계적인
기획 지원

지원대상

초기창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지원내용

창업초기
안정화 지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성장 지원

IBK성공창업대출

지원상품

※ 차별화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창업실무

창업자금

인프라

시장개척

연계지원

창업실행 및 기업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실무지원, 창업 기업
운영전략 수립 지원 등

아이디어의 구현 및
개발, 창업활동,
사업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 최대 1억원
까지 지원

개발 장비 및 SW툴,
기업운영인프라
(네트워크 등) 비즈니
스인프라(서버 등),
다양한 인프라 무상 제공

홍보전략 수립, 마케팅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우수 청년창업자(팀)에
대해 투자 연계, 보증
연계, 판로 및 입지
지원 등 협력기관과
연계한 지원

문의기관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053-282-5000

기술강소기업 육성자금대출

동반성장협력대출

IBK성공창업대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저리 지원 상품

대기업 무이자 예탁금 기반
협력중소기업 저리 대출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저리 지원 상품

대출대상

대기업/IBK기업은행

대출대상

당행 선정
「IBK기술강소기업」 등

동반성장협력 협약 체결

우대대상 :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일반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대출대상

대기업

운전자금 : 15억원 이내
시설자금 : 100억원 이내

우량협력기업 추천

대출금리

IBK기업은행

대출금리

최고 10%p 추가 감면
증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심사 거쳐 대출금리 및
대출금액 결정 후 대출 실행

우대대상 : 최고 10%p 추가 감면
일반대상 : 최고 0.3%p 추가 감면

문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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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053-56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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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여신상품) 안내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가 있나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술을 기업여신상품과 결합해 동산자산의 담보가치와 담보안정성을
보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편의성 증대와 금융비용 완화 제공
•지원대상은 주담보 취득대상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며,

A.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 전환·육성을 위해 「수출 첫걸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담보가능대상은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반제품, 완제품 포함)으로 담보 취득 시점에 IBK에서 제공하는 ‘IoT 동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6년. 6월)

담보 관리 솔루션’으로 관리가 가능한 동산자산

(대상기업) KOTRA, 한국무역협회 선정기업 5,000개사 및 당행선정 기업

•기존 동산채권담보대출 대비 담보운용기준을 완화하여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등의 장점이 있으며, IoT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종합컨설팅 지원) KOTRA 전문위원 1:1 매칭

이용료는 전액 은행에서 부담

(기타 우대지원) 환가료·수수료 감면, 환율우대, 단체보험, B2C 판로개척 지원,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및 수출입통계서비스, 컨설팅 우선지원 등
자산취득

중소기업

동산자산
경제적 가치창출
신용보증기관
고객
추천

➊ 대출신청

➑ 대출실행

➋

가
평
보
담

➐

➎ IoT 정보 송신

보증서
발급

득
취
보
담

전문위원

1:1 매칭

영업점

종합
컨설팅

선정기업

IBK에서
수출 첫거래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를 위한
IoT 플랫폼

「수출 첫걸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디바이스 훼손

문의기관 | 대구경북KOTRA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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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추천

① 유관기관 선정 ② 당행 선정

➏ 담보물 정보 제공

문의기관 | IBK기업은행 전 영업점

신용장
무신용장

수출결제대금 계좌
당행으로 지정 ·통지

➌ IoT 플랫폼 가입

가동상태

송금
거래

➍ IoT 디바이스 부착

수출컨설팅

위치정보

수출계약 여부 확인

053-585-3400, 신용보증기금
21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은 기업이 자금 필요 시 금융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신·기보와 협약하여 기업투자정보마당 이용기업에게 보증서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BK희망펀딩대출」이

Q14

예비창업자 보증의 대상기업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 궁금하며, 또한 시설
자금특례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의 대상기업은 보증지원 예정 통지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인 유망창업기업*으로서, 신보(기보, 재단 포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입니다.

출시되었습니다.(’16년 4월)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中 전문자격, 아이디어, 기술·지식 창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투자정보마당(이하 정보마당)이란?
·투자수요가 있는 기업정보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채무는 인건비, 원자재구입비용, 마케팅비,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등 운전자금

제공하여 기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지원하는 중개사이트

(시설자금 포함)이며,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10억원입니다. 지원절차는
보증상담·접수, 사전심사, 보증지원 예정통지, 현장확인,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보증기관과 협약하여 정보마당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은 기업이 필요자금 지원요청 시, 대출조건을
우대하여 지원합니다.
(대출대상) 정보마당 이용기업으로 필요자금의 80% 이상을 크라우드펀딩 투자 확정(또는 기 투자조달)

예비창업자 창업보증의 보증요율은 연 0.7%의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100%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받은 중소기업
(협약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시설자금특례보증은 자가사업장 신축 또는 매입, 공정자동화 및 시설을 증설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사항)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0.2% 감면

하고 있으며, 해당시설이 채권은행에 담보설정되어 보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되는 시설자금을
금융기관, 농·수협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그 대상채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및 특례조치 제외 기업*은 특례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대기업 및 상장대기업 출자기업, 도박 및 게임업종, 향락업종, 부동산업종, 주류담배업종, 사치업종 등
관련업종 영위기업

①기
 업투자정보마당
등록기업 추진

④ 크라우딩펀드
투자 실행

③크
 라우딩펀드
투자대상 추천

⑥ 보증 추천

시설특례조치는 신청건과 기취급한 시설자금보증잔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최고 100억원
⑦ 보증서 발급

①기
 업투자정보마당
등록기업 추천

②크
 라우딩펀드
투자 요청

까지 취급가능하며, 보증비율은 보증금액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100% 이내, 보증금액 일부해지조건 또는
해지조건이 없는 경우는 90%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⑤ 대출 신청

⑧ 보증서담보대출 실행

문의기관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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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30-4663, 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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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업
준비
단계

·사업아이템, 보증 희망금액 상담 및 사전심사 접수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조사

A. ‘고용창출 특례보증’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에 기반하
여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보증 지원과 추후 우대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

·기본 요건, 신용도 요건, 사업성 요건을 심사
·심사항목이 모두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승인

대상채무는 정규직 근로자의 신규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예정 통지
보증신청 접수
현장조사

창업
이후
단계

주요내용

업무 프로세스
보증상담·접수
사전조사

고용창출특례보증제도와 관련하여 대상기업과 지원조건은 무엇인가요?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신보 홈페이지(사이버영업점)를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보증지원

지원하고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 여부는 고용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예정 통지
·본건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 및 자료 수집

·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고용계약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기간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사전심사 당시 영위 업종과의 동일 여부 등 조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 최종 확정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

대상기업은 신보 내부 기준에 의한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신보 잡클라우드’ 및 고용 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보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90% 부분보증비율과 고정보증료율 0.7%가
적용됩니다.
— (전문) 신규 고용 인원 1명당 50백만원씩, 최고 5억원
* 경력증명서, 자격증 취득일, 협회 또는 단체 등록일자 등으로 확인
— (일반) 신규 고용 인원 1명당 30백만원씩(장애인* 50백만원씩), 최고 3억원
* 신보 내부 기준에서 정하는 장애인
—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고용된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시간 및 고용기간을 전일제로
환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문의기관 |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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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업무 처리절차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의 기본구조 및 대상기업 등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보증의 종류
보증종류

내용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따른 보증

A.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평가는 서비스업, 전통제조서비스업, 전통제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대출보증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혁신기업을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운전자금, 시설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Network Loan,
각종 기술개발자금, 할인어음 등
기업이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데 따른 보증

평가수수료 지원금

제2금융보증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 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호저축은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신용보증서
신용보증 신청

대출 신청

대출

중소기업

어음보증

·지급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 및 평가수수료 지급

－ 신보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게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인증 평가
수수료를 지급
* 평가수수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이행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기관 : 정
 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후 3년 이상인 기업(전 업종)이며
휴업중이거나 세금체납기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료 인하,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우대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및 정부의

지급보증의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각종 정책자금신청 시 가점혜택,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시 우대 등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공정·마케팅·조직 부문에 있어 경영혁신 활동 여부 및 성과를 평가하며, 선정절차는 (기업)온라인 인증신청
→ (신용보증기금)경영혁신 능력평가 → (중기청)인증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선정절차 세부내용
평가절차
인증신청 (기업)

온라인 자가 진단 (기업)
현장평가 수행
(신보, 기보, 한국생산성본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중기청)

문의기관 |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세부내용
·설립 후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관리시스템
(www.mainbiz.go.kr)에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 입력
·신청기업이 직접 관리시스템(www.mainbiz.go.kr)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보증대상기업
보증종류

내용

보증대상기업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 제한

·자가진단결과 600점(1,000점 만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이 현장평가 실시
·현장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3년간 인증 유효)하여 확인서 발급

053-430-4663, 4664
26

27

자금·금융 | Funds·Finance

Q16

절차

단계별

보증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영업점 방문 또는 신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증신청
·신규기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기존 보증거래기업은 전화상담 가능
(방문상담 생략)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지점명

주소

대구경북
영업본부

대구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빌딩 3층

053)430-4663, 4664

대구신용
보험센터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
대구서부고용센터 6층

053)560-5061, 5071

대구
재기지원단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5층

053)430-8911, 8921, 8951, 8961

대구
채권관리단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4층

053)430-8851, 8861

대구서구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
북부고용지원센터 6층

053)560-5011, 5021, 5031

대구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053)430-8811, 8821, 8831

성서

대구시 달서구 월암동
성서공단로 114 산업은행 3층

053)589-6511, 6521

대구혁신

대구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기금빌딩 1층

053)430-4651, 4641

달성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기업은행 2층

053)610-3521, 3512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산출

보증심사 및
승인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보증지원 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검토
·보증승인(영업점 또는 본부)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서 발급

·보증료 수납(신용카드 결제 가능)
·보증서 발급(전자보증서)

신용보증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자료

·고객센터 1588-6565

전화번호

구미

경북 구미시 백산로 94, 2층

054)450-2511, 2521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舊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최근년도 재무제표(매출실적 확인자료)

포항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포항상공회의소빌딩 3층

054)271-6411, 6421

- 기타 사업현황 설명자료(사업계획서 등)

경산

경북 경산시 경안로 223
경산상공회의소빌딩 3층

053)810-0911, 0921

안동

경북 안동시 광명로 185
옥동백암문화센터 2층

054)840-8611, 8612

영주

경북 영주시 영주로 227
신한은행 3층

054)639-1511, 1512

경주

경북 경주시 화랑로 113
2층(동부동)

054)778-5711, 5712

칠곡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08
기업은행 왜관지점 2층

054)975-3294, 3295

대구스타트업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삼성창조경제단지 기숙사 F동 2층

053)605-7621, 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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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및 관내 영업조직]

업무흐름도

기술보증기금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창업 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 자금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하시면 담보

보증을 받는데 어느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가요? 특허가 있어야 하나요?

Q18

또한, 이노비즈 인증은 어떻게 받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A. 저희

고객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기술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증 지원을 받으시려는 분들 중에선

(예를 들어 부동산)를 요구하던가, 신용으로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이자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정책

자신의 기술이 별 볼일 없다 생각하여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은 무형의 자산으로

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즉, 담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보증을 제공함

기업의 규모나 기술자의 학력 및 업력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이 영위하고

으로써 고객님들의 신용을 보완해드리는게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입니다. 단지 담보 제공뿐만 아니라 이자

계신 사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상담해 보십시오. 고객님들이 갖고 계신 기술이 생각보다 우수한 기술일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없어도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주요업무

국가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에 대해서도 기술평가를 통해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기술평가

이노비즈 인증은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술보증
기금은 이노비즈 인증에 필요한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자가신청시 650점 이상인 신청업체를 대상
으로 기술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기술보증기금의 개별 기술사업평가
등급 B 이상인 기업을 통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노비즈(http://www.innobiz.net)를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
-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
·기술인증
벤처기업 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 선정평가, 경영혁신형기업 선정평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지원 세부절차
단계별

취급자

보증신청

신청기업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주요내용

·기업지원
창업보육기관 연계지원, 벤처창업교실 운영, 기술·경영 컨설팅 제공,
중소기업 사전부실 예방 지원사업 공동운영, 기술이전 및 M&A 지원 등

보증대상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기술창업중소기업
- 지식·문화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등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

접수/조사자료
수집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평가/조사

영업점
평가담당자

심사승인 후
보증서 발급

문의기관 |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점

053-251-5600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문의기관 |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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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고객과의 상담을 통하여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 결정 및 서류준비 안내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내용 파악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신속한 보증처리를 위하여 상담일로부터 보증처리과정 모니터링 실시
신청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승인 시 보증약정 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급

053-251-560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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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증업무를 신청(처리)할 수 있나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천하거나, 기술력이 우수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서를 IBK기업은행으로 지정 발급하고 IBK기업은행은 발급된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부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우수(스타)기업 및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전담기관

A.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보증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재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One-Stop 신용

•지원대상은 지방 중소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으로서, 우대지원대상은 중

보증협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한 연장 시에는 사전에

기부 ‘지역우수(스타)기업’ 선정 기업이고, 일반지원대상은 중기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따른 선정기업

동의한 기업에 대해서는 무방문 기한연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재단 영업점 방문 없이 기한연장 업무를 손

및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동일인당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 시설자금 범위 내이며,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금리인하 등의 장점이 있음

 구은행, SC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 One-Stop 신용보증 업무협약 금융기관 : 대
신한은행(2016. 08. 31. 기준)

One-Stop 신용보증 업무협약 업무흐름도

대상기업 명단 제공

대상기업 명단 제공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STEP 1

STEP 2

STEP 3

신청·접수

현장상담

대출실행

은행

재단

은행

·보증신청 및 서류접수

·보증심사 및 약정 체결
·보증승인 통보

보증료 지원금(10억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은행

보증기관

금리감면(최대 1%p)
보증료 0.2%p 지원(5년간)

보증비율 우대(90% 이상)

중소기업

문의기관 | IBK기업은행 전 영업점

보증료 0.2%p 감면(5년간)

문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사업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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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프로그램 안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요?

A.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세부
적인 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1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가 임신, 자녀보육,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주 15시간~주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지원개요
① 개별기업당 융자추천한도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의 경우, 10억원(단, 보증한도 내)
- 일반우대기업의 경우, 5억원한도(단, 연매출액의 1/3 내)
- 일반창업기업의 경우, 5억원한도(단, 연매출액의 1/2 내)
②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③ 지원부분 : 은행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1~1.8%)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보증서 발급시 보증료지원(택1)
④ 지원기간 : 1년

’16년 9월부터 참여신청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없이 지급요건이 되면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우대하며, 전환 장려금(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최대 월 20만원 이내)
과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2. 접수 및 추천
① 접수기간 : 연중(자금소진시 까지)
② 접 수 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6개 영업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상세접수처는 공고내용 참조)
③ 평가 및 지원결정 : 대구신용보증재단
④ 상담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64)
⑤ 공고참조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기업 30만원) 한도로 대체인력지원금도 지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고용센터

·시간선택제

·지급요건 검토

3.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자금명
창
업
기
업

신청대상

유망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기술형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성장기업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친서민 업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친서민 업종 영위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설·추석 명절자금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지원내용
및 기간

융자추천
한도

실부담금리

10억원

신청서류 제출

월 단위 지원 신청

신용보증기금

10억원
10억원

지원금 신청

14일 이내

10억원
이차보전,
보증료지원
(택1)
/
1년

접수처

·전환제도 운영 및

기술보증기금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보증료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신용보증재단

7천만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자금별 한도

자금별 접수처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저리 자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20억원(시설)
· 대출금리 : 일반업체 2.6%(3개월 변동금리)
* 우대기업 2.3%(3개월 변동금리) : 스타기업, 3030기업, 여성기업 등
* 특별우대기업 2.1%(3개월 변동금리) :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 상환조건 : 기계설비·건축자금(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2. 접수 및 추천
· 접수기간 : 상반기(1월) 및 하반기(7월)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센터(달서구 감삼동 소재)
· 평가 및 지원결정 : 대구신용보증재단
· 공고 참조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재단공지 참조
3.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 한함)
· 규모 및 용도 : 600억원(세부내용 공고 참조)

문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센터

053-560-6364
34

문의기관 | 대구고용복지 + 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06
35

·지원금 지급
계좌 입금

인력·노사 | Manpower·Labor-Management

Q20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우 정부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임금피크 도입에 따른 임금피크 적용 근로자에게는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2018. 12. 31.
까지 지급)

Q23

근로자 채용이 어려운데, 외국인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2주 이상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규 외국인 근로자(E9)를 채용
하려는 사업장은 배정 시기를 참조해 신규인력 배정 공고가 발표되면 다음 절차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은 ‘세대간상생 고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받은 기업에서 임금피크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한 사업장으로서
* 중소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특례외국인은 서비스업 일부 추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대기업·공공기관은 50%)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2018. 12. 31.까지)

√ 일정기간*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워크넷(www.work.go.kr)에 14일 이상(예외적으로 7일)

√ 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짜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고, 구인신청을 한 날짜 이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함

 허가절차
❶ 일반 외국인 구인절차(E-9)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고용허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근로계약체결

고용변동 신고
(퇴직시)

❷ 특례 외국인(동포) 구인절차(H-2)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문의기관 | 대구고용복지 + 센터 기업지원과

053-667-6006
36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문의기관 | 대구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3년)

053-667-6004
37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개시
신고

고용변동
신고
(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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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여하기 위한 조건과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고 싶어요.

청년인턴 제도를 활용해서 기업의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oo기업입니다. 이번 구인에는 대졸사원

Q25

보다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을 고용해 보려합니다. 제도를 잘 알아보니 일학습병행 시행 기업만
청년인턴 사업으로 고등학생을 고용할 수 있다고 법령이 정해져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일학습
병행 시행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에서 신규인력채용 시 일학습병행 제도를 도입
하여 실시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채용 지원,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의

A. 먼저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의 신규인력채용 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핵심인재를 기업스스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정규직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양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학습병행 제도를 도입하게되면, 기업의 업무에 맞는 직무기술서

청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등을 전문 컨설턴트들이 NCS(국가직무표준)를 바탕으로 훈련과정을 개발 해주어 각 기업에 맞게 NCS표준의
훈련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훈련과정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연계형은 만기 시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2년형 100만원, 3년형 150만원)과 근로자에 공제금(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기업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일학습병행 시행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

지급하고, 시에서는 기업에 근속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또한, 일반형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전환·채용 시 기업에
정규직 지원금 150만원, 정규직 전환·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300만원,
청년에게 270만원 지원합니다. ※ 정부연계형과 일반형 중복지원 불가

•참여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일 것(공동훈련센터형 학습기업의 경우 20인 이상일 것)
※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추천기업 등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적정 규모 이상의 인적·물적 자원 및 경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참여대상은 만 15~39세 이하의 대구 거주(주민등록상) 미취업 청년, 대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학습병행을 실시하려는 직종과 관련된 기업현장교사를 확보, 또는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중소·중견기업이며,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고용친화 대표기업, 스타기업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서류·현장실사를 통해 공단 지부지사가 해당기업을 선정하고 기업과 약정을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 및 자치단체의 다른 재정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이

체결합니다. 이후, 훈련과정 개발기관과 기업이 합의하여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의 기업맞춤형 훈련

있습니다.

과정을 개발하고 공단 지부지사에 인증을 받습니다. 기업은 인증 받은 훈련과정으로 현장훈련(OJT) 및
현장외훈련(OFF-JT)을 실시하며 내부평가를 진행합니다. 훈련이 종료되면 학습근로자는 공단 주도의 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기업은 운영기관인 대구상공회의소, 대구
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에 상담하여 참여절차와 유의사항, 필요한 준비서류 등을
미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평가를 응시하고 일반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참여하는 기업에는 훈련과정 개발비,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HRD담당자수당,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월 40만원 한도) 등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되며, 참여 학습근로자에게는 교육수료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료증, 자격, 학위(학위과정연계 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사업 시행공고

청년,
참여기업 모집

문의기관 | (정부연계형) 대구상공회의소

인턴, 정규직 채용

222-3103, 대구경영자총협회
354-6801

(일반형)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38

일학습병행제 프로세스
대구형 청년내일
채움공제 가입

560-7813

청년, 기업 지원

ⓛ
기업모집
및 선정

②
약정
체결

④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개발

공단,
RC 등

공단 –
선정 기업

기업, 공단,
위탁기관,
ISC 등

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인증

⑥
현장 외
훈련
(Off-JT)

공단

⑥
현장훈련
(OJT)

⑦
학습근로자
훈련성과 평가

내부평가(1차)
외부평가(2차)

⑨
일반
근로자로
전환

③ 현장훈련인프라 구축(전담인력
교육 등), 학습근로자 채용

행·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

⑧ 자격(학위) 부여

기업, 위탁기관

공단 일학습지원센터

정부·산업계, 대학

053-242-3305
053-580-2345

문의기관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병행 전문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지역일학습지원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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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난이 심각한데,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이 생소한데 어떤 것이며, 지역의 중소기업, 미취업
자들이 참여 가능한데 혜택은 무엇인가요?

Q27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무엇을 의미하며,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은 지역·산업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이 구비한 사업주체(비영리기관 등), 예산(국비

A.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방비),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혁신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창출 사업입니다.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구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
일자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대구 - 경북 공동일자리사업 및 노사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토대로 기능하게 되며, 기업체에서 ‘직무기술서’, ‘경력개발경로’,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지역 중소기업 및 지역 미취업자(청년, 여성 등)
· 지원분야 : 인
 건비지원,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인력양성, 마케팅·디자인, 사업화 지원 등 연계
패키지

정책적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일학습병행제」, 「산업계주도 NCS 기업활용 컨설팅」
등의 사업을 통해 NCS의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연계 : 고
 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등), 행정안전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구광역시 다양한 일자리사업 연계 등
※ 기존 일자리창출 사업이 취업·연계 중심의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나,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순환적인 일자리창출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이고 패키지化 사업
중소기업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열악한 작업장·복지환경 개선 지원과 출퇴근 통근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등 급변하는 고용·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
노무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미취업자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인재 육성사업과 스마트공장 확대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와 경북이 공동운영 예정 중인 잡카페에서 취업 및 진로상담, 직무분석, 취업알선 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기관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혁신추진팀

40

053-222-3161~4

문의기관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053-242-3305, 한국산업인력공단 NCS활용팀
41

053-714-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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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이란게 있던데 사업주가 받는 훈련인가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사업이 어떤 것이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Q29

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방법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지역·산업계가 주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사업주 훈련이라고 합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노사단체, 자치단체, 중기청,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하여 공동수요조사 → 공동훈련 → 채용에 이르는 새로운 인력양성체계입니다.

사업주 훈련은 사업주가 받는 훈련이 아닙니다.

기존 직업훈련은 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한 훈련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을 기업이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인

-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훈련에

데 반해,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는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만들어 인력을 양성

참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의 실업자 훈련과 재직자 훈련을 구분하여 운영되던 것을 신규인력과 재직

- 다만,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교육훈련과정을 인프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①고용보험에
일반외국인 가입되어
구인절차(E-9)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수요조사와 수시로 실시하는 상시수요조사를 통해

- 단, 고용보험 체납이 없는 사업장(고용보험 완납 후 신청)

참여 희망기업의 채용정보,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 수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희망기업은 위원회별
【 중소기업 PLUS+공동훈련센터와
단체보험 】
훈련협약을 체결하면 ‘주문식 인적자원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자체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
하는 훈련(=위탁훈련)도 가능합니다.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계획 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이고, 위탁훈련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를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

기업의 편익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채용을 지원해드리고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구성원그리고 이미 납부하신 고용보험기금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위해 훈련을 제공해 드립니다.
(피보험자)
② 보험가입비용부담은
신청
없습니다.
① 보험가입 모집

대구시청
(보험계약자)

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곳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

② 특례외국인(동포) 구인절차(H-2)

직업교육학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③
④

보험

보험

청약

통지

훈련장소는⑤공동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재직자훈련의 경우 중소기업의 편의를
사고
금
K-sure위해 기업밀집장소로
보험 이동하여 훈련이 가능합니다.
⑥
(보험자)

훈련과정으로 가능한 직종으로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건설건축, 정보통신, 사무관리, 서비스, 의료,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황

금융, 화학섬유 등 총 24개 분야의 227개 직종이 있습니다.

주소

-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홈페이지 기업지원과정 메뉴를 통하여 훈련유형별, 지역별 훈련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2층

053-242-3282~5

- 사업주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의 직무능력향상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정인정 신청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

훈련 수료 보고

비용자원 신청

위탁훈련 : 훈련 개시 7일 전
자체훈련 : 훈련 개시 5일 전

훈련 개시 전일까지
신고 후 실시

훈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훈련이 끝난 후나
매 3개월 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

사업주

공단

사업주

비용신청서 작성 및 신청

비용신청서 접수 및
비용지급 전산처리

사업주/법인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문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직업능력개발부
환율
@1,300

42

053-580-2303, 308, 311, 313
결제환율

납부
보장환율

대구지역 공동훈련센터 현황
공동훈련센터명

주소

한국폴리텍Ⅵ대학 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3길 15

053-560-3177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3길 7

053-581-8210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053-951-8972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053-740-0058

문의기관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053-242-3285
43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에 납부

연락처

인력·노사 | Manpower·Labor-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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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노사파트너십 지원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참여하기 위한 조건과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40세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위사업장(단일 기업 또는 단일사업장), 단체사업장(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동일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업종별 노사단체)일 경우 지원대상이며, 노사대표가 프로그램 수행에 합의 후 공동으로

•단위사업장(단일 기업 또는 단일사업장), 단체사업장(원·하청기업 단체, 대·중소기업 단체, 동일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업종별 노사단체) 등 중장년 재직근로자 20여명 이상 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프로그램은 40대(40+경력전성프로그램), 50대(50+경력확장프로그램), 60대(60+경력공유프로그램)로 신청
지원내용은 노사협력증진 프로그램, 공생발전프로그램, 정책적·사회적이슈 프로그램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신청 시, 사업취지에 부합 되는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며, 위 프로그램 중 2가지 이상
필수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053-550-3000) 문의 및 신청(www.work.go.kr/lifeplan)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전화
기업출강 요청

지원규모
구분

1년 지원

단위사업장

최대 3천만원

최대 6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4천만원

최대 8천만원

일정, 장소 등
세부진행내용
협의

접수 및 답변

2년 지원

신청방법
노사파트너십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에 접수
회원가입

서류 작성

온라인 신청

서류 업로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홈페이지 > 회원
가입 > 로그인

구비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를
온라인 신청서
하단에 업로드

문의기관 |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8~62
44

문의기관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53-550-3000
45

프로그램 진행
및 사후관리

인력·노사 | Manpower·Labor-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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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간의 협력적 노사관계확산 및 불합리한 노사관계개선을

수출을 해본 적 이 없는데 KOTR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바이어
발굴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Q32

해외지사가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지사를 만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KOTRA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국내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A.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권유합니다. 시장조사, 수출 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하여 수출 유망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특히 퇴직무역전문인력인

KOTRA 해외무역관이 수출유망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수출전문위원(PM)과 참가기업을 ‘멘토·멘티’로 지정하여 무역 실무에서 수출계약 이행까지 1년간 1:1로

지원해드립니다.

밀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기업
대상기업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내수기업

선정기준

GCL Test, 해외시장성 평가, 신청기업 방문 심사 등 소정의 심사 절차 통과 기업

참가비

(* 수출 준비 및 의지가 있는 기업 우대)

지원내용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500,000원 ~ 3,500,000원
(지사화·물류 패키지 신청 시 지사화 참가비의 110%)
졸업연장 시(4~5년차) 참가비의 50% 추가 납부

무료
1년

지원기간

참가비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 1년간 지원 후 내수기업 기준(10만 달러) 이상 수출 달성 시 졸업, 10만 달러 미달성 시
업체 의사에 의거 연장 지원(직전년도 연속 3회 참가 시 졸업)

지원기간

시장조사, 수출성약, 추가거래선 발굴 등 참가목적(1개 항목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품목은 HS CODE 6단위 기준 1품목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단, 계약체결 대행, 무역 클레임 해결 및 법적 분쟁 등 KOTRA와 해외무역관의 법적
성격상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됩니다.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진행절차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지사화 사업’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체 모집 공지

현지 무역관의 시장성 검토

각 지원기관별 온라인 신청

참가비 납부

신청심사를 통한 지원업체 선정

협약 체결

종합컨설팅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지사화 사업 시행

수출기업화 및 졸업

A/S 제도
바이어찾기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유합니다.
1. KOTRA B2B e-마켓플레이스 www.buykorea.org에 접수된 바잉오퍼를 검색합니다.(품목별, 국가별 검색 가능)
포스팅된 자료내에서만 검색 가능하므로 극히 제한적입니다.(유료)
2. KOTRA 바이어찾기서비스 - 유료(무역관당 15만원/5개 관련 바이어 발굴)
서비스 신청 → 해당무역관 조사가능 검토 의뢰 → 조사가능 회신 후 → 입금 → 조사 시작, 소요기간은
입금 후 약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기관 | KOTRA 수출첫걸음팀

02-3460-7538, 대구경북KOTRA지원단
46

053-585-3400

문의기관 | KOTRA 유망기원지원팀

02-3460-7425, 대구경북KOTRA지원단
47

053-585-3400

수출·판로 | Export·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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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도 수출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무역협회 주관 해외전시회 참가를 희망합니다.

Q34

대상 전시회는 어떤 것이며, 무엇을 지원하나요?

A.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수출마케팅

A. 가장 많이 각광받는 해외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해외전시회 참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사업 지원을 받는데 별도의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특히 성장단계별로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 중 내수

- 먼저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참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정된 전시회에 통일된 부스 디자인으로 단체

기업 모집부문은 직전년도 수출액이 0원인 내수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외 연중 모집하는

참가하며 지원내역은 부스임차비(raw space), 부스장치비(기본집기 및 공동관 디자인), 통역비, 전시품 해상

다양한 온라인수출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편도운송비(1CBM 한도)입니다.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부스 임차료 지원

무역사절단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 지원

수출바우처사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법인·지사 설치 희망기업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 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해외지사화사업

해외진출 계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통관 등 수출애로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

이베이,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등 해외 5대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진출 지원을 위한 상품페이지 제작, 판매대행 지원 등

’19

년도 공동관 선정 현황

지원사업

연번
계

사업명
총 27개 전시회

품목

개최 국가

개최 시기 업체 수
222

1

뮌헨 동계 국제스포츠용품 전시회

스포츠용품

독일

2.3~2.6

8

2
3
4

히로시마 비즈니스페어 주시코쿠
밀라노 광학전시회(MIDO 2019)
이집트 카이로 섬유산업 전시회

종합소비재
안광학
섬유기계

일본
이탈리아
이집트

2.8~2.9
2.23~2.25
2.28~3.3

10
28
5

5
6
7

자카르타 자동차산업 전시회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베트남 사이공 섬유의류 산업전시회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섬유기계

인도네시아 3.20~3.22
미국
4.9~4.11
베트남
4.10~4.13

6
6
5

8

이스탄불 치과기자재 전시회

의료기기

터키

4.11~4.14

6

9
10

홍콩 글로벌소시스 컨슈머전자전
중국 춘계 의료장비전시회(CMEF)

전자, IT
의료기기

중국(홍콩)
중국

4.11~4.14
5.14~5.17

5
6

수행기관
한국아웃도어스포츠
산업협회
대구상공회의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재)아인글로벌
(재)아인글로벌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대구TP 바이오헬스
융합센터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대구TP 지역산업육성실

11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동차부품전시회

자동차부품

독일

5.21~5.23

6

(재)아인글로벌

12
13
14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방콕 실모(SILMO) 광학전시회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식품
안광학
자동차부품

태국
태국
UAE

5.28~6.1
6.5~6.7
6.10~6.12

6
7
6

15

아시아 소비재 전자박람회(CES ASIA)

스포츠용품

중국

6.11~6.13

8

16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

정보통신

싱가포르

6.18~6.20

4

대구TP 한방산업지원센터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재)아인글로벌
대구TP 스포츠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17
18
19

베트남 호치민 MTA 기계전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시회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섬유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7.2~7.5
8.26~8.29
9.17~9.19

5
5
8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재)아인글로벌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0
21

파리 광학전시회(SILMO 2019)
상해 추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안광학
섬유

프랑스
중국

9.28~10.1
10.9~10.11

28
10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섬유수출입조합

22
23
24
25
26
27

중국 추계 의료장비전시회(CMEF)
중국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방콕 한국소방안전 박람회
베트남 호치민 섬유의류 산업전
중국 상해 국제섬유기계전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

의료기기
종합소비재
소방, 방재
섬유
섬유기계
일반기계

중국
중국
태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10.29~11.1
10.31~11.4
11.8~11.10
11.20~11.23
11.25~11.28
12.4~12.7

6
6
10
10
7
5

대구TP 지역산업육성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엑스코
한국섬유수출입조합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두번째로는 업체가 희망 전시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선도기업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해당 전시회별 최소면적(통상 9sqm, 3m×3m)의 3배 이상으로 참가할 경우 최대 2천만원
까지 부스임차비(raw space)를 지원합니다.
※ 최소면적(통상 9sqm, 3m×3m)으로 개별참가할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해외전시회 개별부스참가지원사업’ 신청 가능

문의기관 | 개별 전시담당 주관기관

053-753-7531)
053-601-5300)

수출선도기업 개별전시 참가지원사업(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문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5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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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 개별부스참가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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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3

수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수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화, 온라인,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관련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로 상담
해드립니다.

자금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역융자기금은 어떻게 신청하며, 수출 마케팅,

Q36

FTA 인증수출자 가점부여 과정 등 무역실무 교육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무역융자기금은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
니다.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대상기업

수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전국의 중소기업

 2018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연회비를 완납한 신규 융자신청업체
이거나, 신청일 현재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기 융자업체는 심사평가 항목에서 감점 처리)일 때

이용료

상담내용

무료

가능합니다.

무역융자기금 융자절차

- 해외진출 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 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검사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추천업체
융자희망
은행에
보증서 제출

신청업체대상
융자업체 추천

융자심사

융자심사
완료

무역기금융자
<시중은행(9개) 및
지방은행
(6개)>

* 융자금리 연 2.75%

이용방법

* 융자기간 3년(2년 거치 후에 연 4회 균등분할상환)

❶ 전화 상담
-고
 객안내센터(1600-7119)에서 2번 수출 컨설팅 선택
→ 해당 전문위원 연결

* 융자한도 최대 2억원~3억원(한국무역협회 회원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또한, 연간 핵심적인 무역실무 및 해외마케팅 관련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 소정의 수강
료를 징수하나, 교재비 및 중식비를 별도 지원합니다.

❷ 온라인 상담
-K
 OTRA 해외비즈니스포털(tradedoctor.kotra.or.kr) 접속
→ 컨설팅 →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❸ 방문(내방) 상담
-전
 화(02-3460-7219) 연락(상담내용 및 스케줄 조율)
→ KOTRA 본관 1층(수출애로상담데스크) 방문 상담
※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 후 실시

과정명

시기

시간

장소

대구통상아카데미

2.20~22

21H

대구무역회관

FTA 인증수출자 요건 취득

4.4~5

10H

대구무역회관

베트남 소비시장 진출전략

5.2~3

14H

대구무역회관

효과적인 해외전시회 참가전략

6.21

7H

대구무역회관

성서산단 무역실무교육

8.29~30

14H

성서(미정)

중국 소비시장 진출전략

10.17~18

14H

대구무역회관

* 연수일정은 사전에 변경될 수 있음 /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별도(70명)

문의기관 | 대구경북KOTRA지원단

053-585-3400,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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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3-7531

문의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5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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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5

(보험자)

최근 환율 변동 폭이 너무 커서 수출하는데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Q38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과정인정 신청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

훈련 수료 보고

무역보험공사를 처음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구시
에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용자원 신청

A. 환변동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A. 첫 번째로,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 회원사 및 마스터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절차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여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수출자 신용평가입니다.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 정보마당 – 신청서류 – 신용조사관련’에서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수준의 환율로 수출이나 수입, 해외투자 등에 따른

국내기업 신용평가 필요서류(국내기업신용조사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준비

거래금액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환율[공사가
사업주
공단
사업주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시점에 미리 고정(보장)시켜주는 환율]보다 결제환율이 하락할 경우 공사가 보험계약자

하셔서 영업담당자에게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사의 담당 세무사를 통해 공사 홈페이지

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반면 보장환율보다 결제환율이 상승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공사에 이익금을 환수

바랍니다. 제공하신 정보를 통해 국내기업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신용등급 책정 후 이용하고자 하는 종목의

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반면 환수금을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제도도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http://www.ksure.or.kr)의 재무제표제출센터에 귀사의 최근 3개년도 재무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여 주시기

환변동보험과 관련한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보험종목 –
환변동보험’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소재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이면서, 제품의 수출신고필증상 제조 장소 또한 대구시
이어야 합니다. 대구시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구광역시

환율

결제환율
@1,300

납부
보장환율

@1,200

수출지원시스템(http://trade.daegu.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후 한국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팩스번호 053-256-2684)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소진까지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에 납부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보상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상

⑥ 수입자 대금 미지급 시
보험금 지급

보증, 환변동보험의 보험, 보증료의 90%(업체 자기부담금 1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③ 보험한도 책정

① 수출계약 체결
지원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의 ‘정보광장 – 신청서류 - 지자체 보험료 지원관련’에서 살펴

K-sure

@1,100
기간

수출자
보실 수
있습니다.
② 보험한도 요청

수입자
④ 물품 수출

⑤ 수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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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7

용자원 신청

대구시에서
모집하는
중소PLUS+
단체보험이란
훈련실시
신고 및
훈련
훈련 수료 무엇인가요?
보고

비용자원 신청

A. 중소PLUS+ 단체보험이란 대구시를 보험계약자로,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통지

Q40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먼저 수출자, 수입자 신용조사 또는 L/C 개설은행 인수가능여부 조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용장 없이

절차나 수입자 신용조사 없이 피보험자의 모든 수출거래에 대한 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합니다. 담보금액은

대금을 수령하기로 계약하시는 경우(무신용장 거래)에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진행하시고, 신용장으로

미화 5만불(보상비율 95%)이며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에 대하여

대금을 수령하기로 계약하시는 경우(신용장 거래)에는 L/C 개설은행 인수가능 여부 조회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적용됩니다.

이후,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을 통해 청약을 등록해 주시면 한도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출

사업주

공단

사업주

자는 선적하시기 전에 한도승인 결과를 확인하신 후, 선적 후 10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 등록을 하여 주시고,

【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

익월 25일까지 해당건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포괄특약 체결업체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수출
통지 등록, 익익월 10일까지 보험료 납부)

① 보험가입 모집

대구시청
(보험계약자)

② 보험가입 신청
③
④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결제통지 등록을 해주시고, 수출대금이 미회수되는 경우에는
만기연장 또는 사고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 및 사고 접수는 결제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험

청약

보험

⑤

K-sure
(보험자)

환율

사고

통지

혹은 대금미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이버영업점(http://cyber.ksure.or.kr)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

⑥

보험

결제환율
@1,300

@1,200

구성원
(피보험자)

납부
보장환율

구분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보험계약자

대구시청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에 납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

@1,100

⑥ 수입자 대금 미지급 시
보험금 지급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보상
피보험자
적용대상거래

상품구조

· 결제환율 > 보장환율의 경우,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결제기간 1년 이내)

담보위험

기간
수입자 및 수입국 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비율

사고금액의 95%

책임금액

① 수출계약 체결

③ 보험한도 책정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상

K-sure

수출자
② 보험한도 요청

④ 물품 수출

⑤ 수출 통지

U$5만

(연간최대보상금액)

보험기간

1년

심사방식

수출자 심사(공사 신용불량등급 제외 등)

면책사항

수출자 사기, 고의 및 과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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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

과정인정 신청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INVOICE 원본이 필요한가요?

Q42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산지 증명문구가 기재된 INVOICE의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능합니다. 원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어야

A.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①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합니다. 원본의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온 건도 가능하나 원본과 별도로 만들어진 파일은 관세혜택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②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

적용이 안됩니다.

하여 작성, 서명하는 자율발급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
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한-칠레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증명서로 하는바 당해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서명하고, 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출한 서류(‘원산지통보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협정에서 기관발급증명서로 하는바 싱가포르의 경우 세관 이외에 별도로 위임
기관으로 우리나라 관세당국에 통보한 사항이 없는 상태로 싱가포르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만
유효합니다.
한-EFTA FTA의 경우 협정에서 수출자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신고문언을 상업송장(INVOICE) 등 무역서류에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를 작성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 회원국가의 세관 및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FTA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기관·자율 발급방식에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하고
발급내역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기관발급
FTA 협정의 경우도 회사 내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서명은 반드시 서명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출자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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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

Q43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Q44

수입신고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 ‘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A.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계약상대국의 수출자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

부터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방직업체가 외국

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 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결정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면 작성일로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9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은 생략되나 세관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경정청구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수입신고필증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1,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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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1,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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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납품업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

Q45

대상이 되나요?

A. 보세공장

등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해당물품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제품과세 물품은 동일성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적용 불가)

Q46

FTA 협정대상국의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협정상대국의 세율과 원산지기준은 FTA 협정에 따라 다르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FTA 협정상대국의 수입세율과 원산지기준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세관 FTA 관련부서를 통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협정상대국 세율 | 관세청 > FTA 포탈 > 세계 HS 정보 > 관세율표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FTA 원산지기준 | 관세청 > FTA 포탈 > 원산지기준(PSR)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FTA | Free Trade Agreement

·문의기관 |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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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11,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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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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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7

Q48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관세청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할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에서

생산·공급하는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발급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제출이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높이기 위하여 정부가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책임지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

(FTA 시행규칙 제10조)

니다. 관할 본부세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신청을 접수받아 심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 |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첨부서류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신청기관 |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인증수출자 종류 및 인증기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 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 유효기간
인증 기간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 기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한 - EU

인증 前

인증 後

・6,000유로 이하의 수출
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
신고서 작성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가능

・첨부서류 제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수출신고필증 사본

한 - 싱가포르 ・원산지소명서
한 - 인도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처리 절차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주체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 확인 생략 가능

업무

중소제조업체

1. 인증 신청/접수(UNI-PASS)

신청

2. 신청서 배부
(업체별)

(품목별)

3. 서
 면심사
(필요 시 보정 요구/현지 확인)
(인증요건 충족)

세관장

심사

세관장

심사결과 등록

인증요건
미충족 시
보정요구,
or 반려

4. 인증서 교부(20일 이내)

・신청물품 단위
- HS 6단위별로 신청
-모
 델‧재료‧생산공정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별도로 각각 신청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원산지 기준‧품목분류 충족여부, 재료‧제품 재고관리실태
・심사자료 보완 요청(보완기간 10일)
- 기간 내 미 보완 시 반려
・FTA포털 게시
- 포괄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번호 등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현지 확인(필요한 경우)

업무설명
・신청서와 포괄원산지확인서 및 그 인증서류를 세관장
(주소지 관할 본부‧직할) 세관에게 제출

인증수출자 업무 절차

본부세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 직할 세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한 - 아세안

·신청품목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

5. 인증서 변경 신고/수리(7일 이내)

·목적 | 농축수산물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한 - EFTA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로
(통상 Invio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자율 발급 원산지증명서로
(통상 Invio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한 - 페루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 발급만 가능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문의기관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수 있게 하여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6. 유효기간(업체별 5년, 품목별
5년) 연장신청 및 인증

·인증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14종
·품목 | 농산물 1,027개, 수산물 81개, 축산물 5개, 전통식품 32개

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인증요건 미충족 시)

8. 시정명령(30일 이상)

법규
준수요건
미충족 시

9. 인증 취소(청문)

053-230-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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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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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구분

원산지검증 대비 강화를 위하여 對美 수출물품에 대한 모의검증을 받을
수있나요?

Q50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및 부품 등에 대한 품목번호(HS)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A.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검증 시 위반비율이 높은 섬유제품과 원산지 입증이 난해한 자동차와 자동차

A. 수출업체에 원재료 및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

부품 등이 주요 대상이며, 관할 본부세관에서는 對美 수출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의 검증 대응능력 향상을

세평가분류원장에게 수출물품의 원재료 및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위하여 실제 검증방식에 준하는 원산지 모의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품목번호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신청권자 | 對美 수출업체
·신청품목 | 섬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신청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신청권자 |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등
·신청품목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 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품목 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unipass.customs.go.kr
-견
 본 등 우편접수처 : 우
 )34027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 담당자 앞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문의기관 |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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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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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9

Q51

Q52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 지원을 받는데 자격이나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구매행태가 제품의 본원가치(기능, 사양 등) 보다 감성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A. 기본적으로 대구지역 소재의 중소/중견 기업은 어떤 기업이든지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품디자인과 브랜드

강해지면서 제품생산과 영업 마케팅 전략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경북

디자인개발지원은 업력기준(설립 후 3년 경과)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디자인센터에서는 수요기업의 필요분야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과 상품 브랜드

기업에게는 선정평가 시 가점이 주어집니다.

지원과제의 선정평가 시에는 평가지표(계획성, 지원타당성, 수행능력 등)에 기반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신규/기존 제품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디자인 출원,
디자인 목업 제작

브랜드 개발 지원

기업 보유상품/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개발,
상표출원 및 패키지・애플리케이션 개발

수출유망상품
토털 디자인 개발 지원

기술력 및 제조기반이 확보된 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우수과제에 한함)

영세・소규모기업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시각/포장/제품디자인 상담 및 연계, 소규모 디자인 개발 지원

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의 경우는 지원사업의 한계에 있는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18년 사업운영 기준으로 매출요건(전년도 매출 15억 이내 또는 창업
1년 미만)을 충족한 업체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별 추진절차
디자인 개발 지원(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

사업
시행공고

과제 신청·접수
(수혜/수행 컨소시엄)

선정 평가
(PT 발표)

개발과정 점검
및 결과 평가
(전문가 집중자문 包)

결과물 활용/
사후관리
(지식재산권 출원)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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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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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수행기업 연계
(기업현장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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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에 따른
지원 시행
(디자인 개발)

결과물 활용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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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원, 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53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직접 개발지원금을 지급하는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업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디자인

Q54

재래시장이나 영세한 1인 기업이 디자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A. ‘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애로사항해결지원 사업은 기업지원

분야별(제품/브랜드/패키지/멀티미디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디자인전문회사를 지정합니다. 디자인 개

사업에 있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분야별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신청서와 제안

기업현장 방문상담 및 소규모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조회(http://designfirm.

지원분야는 간판, 사인물, 홍보인쇄물부터 상품 패키지, 로고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간단한 신청서

지원내용
kid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세부사업별
게재된 업력과
프로필 등을 감안하여 전문회사에 문의를 하면

작성 후 디자인센터로 제출하면 지역의 디자인전문업체와 즉각 연계, 방문상담이 이루어져 지원만족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기업 조회

디자인 애로사항 해결 지원 세부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시각디자인 : 로고, 라벨, 인쇄 홍보물, 사인보드,
촬영 등 인쇄・출력용 제작물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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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업

매칭

신청
요청
과제

지원
상담
・

보고

디자인
전문기업

수혜기업
기업 방문상담,
디자인결과물 제공

053-740-0034

물
결과

VAT 납부

※1기업당 1개 품목, 인쇄 前단계의
시각디자인 개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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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급

・웹디자인 :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각
1개 레이아웃

금
지원
개발

・제품디자인 : 제품・부품디자인의 콘셉트・
컬러 조정 및 디자인 활용안 개발

수행
개발

・포장디자인 : 제품 패키지 디자인 또는 지기
구조 개발

053-74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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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작성하여 지원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지원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Q56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국내에 특허 등록받은
기술에 대하여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디자인개선에 따른 효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제품디자인의 경우 제품의 구조나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에

A. 특허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며,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된 내용은

따른 사용성 증대, 외형, 컬러 변화에 따른 소비자 제품 호감도 증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브랜드·포장

공개가 됩니다.(www.kipris.or.kr에서 확인 가능) 특허 등록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는 특허청의 우선

디자인의 경우는 상품을 효과적인 홍보에 따른 소비자 인지도 증대와 브랜드 가치 향상, OEM기업의 경우

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시면 5~10개월 정도에 결과를 받아

자가브랜드 개발에 따른 기업 경영구조 개선 등이 가장 큰 효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성품질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렌트에 따라 디자인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센터는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까지 지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토록
하여 디자인개발결과물 활용에 있어 법적 분쟁요소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해외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별도로 출원 및 심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이후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만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외국 특허청 심사 과정 한국 특허 출원 내용에 의해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제3자의 이의 제기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개선 사례
제품디자인개발(렉스코)

⇢

브랜드 개발((주)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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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Q57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A.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기본구조 및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된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연실시 발명’은 발명이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싶은데 법률자문 비용을 지원받을 수

Q58

있습니까?

A.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하여 해외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그 실시로 인해 발명이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해됨을 요하는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사상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거나 추고(推考)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실체심사나 심판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특허와 상표·디자인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이 나뉘며, 중소기업은 총 컨설팅 비용의 70%, 중견
기업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수행기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컨설팅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입니다. 2019년에는 1차 사업공고가 2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지원
내용은 보호원 대표 홈페이지(www.koipa.re.kr) 또는 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사업공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 지원업무
대구지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지식재산센터(www.ripc.org/daegu)에서 지식
재산권의 창출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에
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상담을 비롯하여, 해외 권리화 지원, 중소
기업 맞춤형 특허맵 지원, 우수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비영어권 해외브랜드 개발
지원,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쟁
예방

수출전략
(수출실적 無)

수출(예정)지역 특허 분쟁위험 회피전략 및 현지권리
확보전략 제공

수출전략

수출(예정)지역 경쟁사 특허 무효화전략, 특허매입
전략, 역공격 특허 발굴 등 종합적인 분쟁대비 전략
제시

(수출실적 有)
라이선스 초기

특허

경고장 대응
피소 대응
분쟁
대응
라이선스 갱신

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제공
해외기업과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 지원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제공

권리행사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제공

예방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현지화 전략 제공

무단선등록 대응

해외기업과 분쟁 관련 상표·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제기 및 대응·협상 지원

권리행사

기업이 보유한 현지 상표, 디자인을 침해한 모조품에
대하여 권리행사 전략 제공

분쟁
예방

상표·디자인
(K-브랜드)

실시제한조건, 분쟁책임조건, 실시료 등을 계약 초기
단계에 검토하여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

분쟁
대응

[2019년도 신규 유형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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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이 그 실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 되지 않으며, 단 1회의 실시라도 공연실시에

중국에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중국에서의
온라인 모조품 피해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Q60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 중국 내 상표 무단 선점 피해를 당한 경우 출원인의 상표 등록 완료 전에 해당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등 초기

A. 기업의 해외진출 준비 전 반드시 현지 국가에 권리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권리회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초기

채택하고 있으므로 먼저 권리를 출원한 자에게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이 권리를 취득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대응을 지원

지 못한 상태에서 진출하는 경우 현지 권리자로 하여금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하기 위해 컨설팅, 공동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권리 분쟁을 진단·사전예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우리기업의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권리 취득을 위해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서의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및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IP-DESK가 설치된 국가로 진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지원금액 | 지재권 분쟁 컨설팅(소요비용의 최대 70%) /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100%)

·지원건수·비용 | 기업 당 최대 8건 /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중국에서의 온라인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한류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 기업의 모조품 유통사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등 유명 온라인마켓에서 모조품 유통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는 현지 국가에서의 권리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모조품 모니터링 등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조품 유
통으로 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의 경우 특허청의 모조품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침해정보 제공
및 감정)

① 감정결과

④ 조치결과

② 신고대행

(신고대행)

③ 조치결과

(차단조치)

① 모조품 침해 여부 등 감정결과 제공 및 신고대행 의뢰
② 접수 후 7일 이내 알리바바 신고플랫폼을 통해 대리 신고
③, ④ 알리바바의 조치 진행사항 수시 파악 및 조치결과 기업 통보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지 국가에 상표, 디자인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한도 | 지원 횟수 연 1회 / 지원 건수 제한 없음

문의기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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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83-5883

문의기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085,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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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60-3351

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권 | Design·Brand·Intellectual Propertyt

Q59

Q61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편리하게 얻을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신청과 장비이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비즈니스 중개】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기업 종합지원

Q62

IT중소·중견기업의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상연구소 역할을 하여 집중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협력관계가 두터운 기업을 선정하여 ICT 강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지원 전문가(파트너)가 다양한 지원기관의 지원정책을 패키지화하여 맞춤 서비스를

집중지원을 하는 E-패밀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ICT 분야 중

제공하기 위해 기업지원 단일창구인 컨텍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텍센터를 이용하여 보다 편하게 기업

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연구원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R&D기반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업의 경영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문/교육 및 세미나 등의 상시 기술지원, 기술/시장 정보 제공, 연구장비 및 시험시설 무상지원, 마케팅
판로지원, ETRI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의 토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텍센터의 특징 |•온ㆍ오프라인 기업 및 개인고객 접점 단일화 역할
•고객관리, 사업관리, 기업지원, 이력관리 등의 시스템을 통해 최적화 된 기업지원
의사결정
•지역 내 공공지원기관 및 기업지원 서비스 회사와의 제휴를 통한 전방향 기업지원체제
컨텍센터의 지원범위 | 대구지역 소재 기업

지원절차
지원 규모 : 선정 후 최대 2년까지 밀착지원(무상지원)

사업계획서 및 입주평가신청서(소정양식), 회사소개서(자유양식)를 대구테크노파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기술, 경영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입주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입주 여부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
합니다.

단계

수행방법

사업안내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안내

신청접수

연구부서에서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 신청

심사평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E-패밀리기업 선정

선정통보

ETRI E-패밀리기업 지정서 증정

기술지원수행

E-패밀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입주자격 | 예비벤처기업,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기술지원 성과 확산

임대기간 | 2년, 임대기간 연장 가능(협의 후 결정)

기술지원 우수사례 통한 지원 성과 확산

임대면적 | 입주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임대면적 결정

신청방법

대구테크노파크의 4개 특화센터(나노, 모바일, 바이오, 한방)와 부설기관(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각 특화 분야의 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장비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보유한 센터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TRI 연구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수시모집

특화센터 별 문의처 |•나노융합실용화센터 : 053-602-1860, 1729
•모 바 일 융 합 센 터 : 053-602-1845, 1738
•바이오헬스융합센터 : 053-602-1891, 1882
•한 방 산 업 지 원 센 터 : 053-770-2321, 2306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053-756-9063, 9061

문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75, 대구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인프라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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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57-4125

문의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지원실

042-860-5879
77

R&D | Research and Development

컨텍센터 이용 방법 |•전화상담 : 053-757-4167(대구하나로지원센터 컨텍센터)
•온라인 상담 : 대구하나로지원센터 → 컨텍센터 → 기업상담 → 온라인 기업상담
(상담 글쓰기)
•방문 상담 : 사업기간 중 월~금(09:00 ~ 18:00),
대구벤처센터 3층 컨텍센터 사무실(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Q63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이 무엇이며, 지원대상과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Q64

기초(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온라인 기기 이용 신청과 할인회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공공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 및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제품개발, 양산준비 등의 기술

A.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https://www.kbsi.re.kr/)은 대전본원과 오창센터, 7개 지역센터(서울센터, 서울서부

사업화(R&BD)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전주센터, 춘천센터)에서 생명과학, 나노과학, 환경과학, 재료공학야 등

* 기업이 이전(출자) 받은 기술의 R&BD 등 사업화 전과정을 지원

다양한 분야의 첨단·대형 연구장비(약 184종, 2000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를 기반으로

지원 대상업체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중견기업 및 연구소
기업으로 연간 2억 ~ 3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연구협력 및 분석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분석 분야별 장비목록은 이용자를 위한 분석
지원/장비이용 안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며, 보유장비별 상세 정보는 [보유기기] - [기기검색]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온라인 기기 이용 신청은 KBSI 첨단기기분석지원 홈페이지(http://use.kbsi.re.kr)에서 회원가입 후 [보유

* 공공연구기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르며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기술이전 R&BD

방법에 대하여 기기 담당자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협의하신 후 [예약신청] 부분에 이용기기명, 이용목적
등을 입력하고 [신청확인]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홈페이지

참여기관 | 기업, 대학·출연(연)·전문(연) 등 연구기관, 컨설팅기업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http://www.nfec.re.kr/)를 통해서도 이용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첨단기기 공동활용 할인회원제]는 기기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 연구소기업 단독 또는 ‘기술이전사업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중에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연구소기업 R&BD

* 대구특구로 연구소기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예비 연구소 기업도 지원 가능
하나 사업협약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투자연계형 R&BD

기기]에서 사용하실 기기를 확인하시고 [이용신청]을 누르시면 기기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료 분석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회원은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기초(연)의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최근 2년간 발표한
연구실적(학술지, 학위)물 중에 기초(연)의 이용기기 명칭이 기재된 연구실적물을 홈페이지의 할인회원제
(연구실적물 관리) 페이지에서 등록하시고 할인회원을 신청하시면 연말에 첨단기기공동활용 선정위원회

주관기관 | 아래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신규 현금 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출자) 받았거나 예정인 특구 내 기업

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신청 및 선정기간은 매년 10월~12월 사이이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77-36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이용자들의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

지원규모(정부출연금 기준) 및 기간
구분

심사를 거쳐 다음 년도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할인회원제는 중소기업 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프로그램과 기술이전, 분석상담/자문과 함께 연구장비유지보수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 기간

비고

2억원 이내 / 1년

지원 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투자연계형 R&BD
• 유형의 중복 지원 불가하며, 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투자연계형R&BD 한분야로 신청
• 지원기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문의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중소기업지원팀
문의기관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053-592-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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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장비유지보수센터(https://mc.kb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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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
중견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사용 신청은 어떻게 하며, 기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Q66

게임콘텐츠 제작 완성도를 높이고, 국내 · 외 시장에 진출하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이 보유하기 어려운 시험장비 및 계측기기들을 개방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

A. 대구글로벌게임센터(www.dggmcc.or.kr)에서는 지역에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기업에게 제작지원과 해외진출

방형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 활용도 제고 및 편의성을 위해 마련한 전국 40여개 개방형 실험실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제작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게임제작지원사업(R&D자금지원)과 완성도있는

통해 시험, 검사, 시제품 제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글로벌 마켓에 진출할 수 있는 해외 퍼블리싱지원(컨설팅 및 현지화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방형실험실 이용 접수

수요기업

지원책임자

지원책임자

인데요. 게임콘텐츠의 역량이 풍부하시면 어떤 콘텐츠든 해외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와 해외진출시 필요

·중소기업해피클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테크컨텍센터
(080-9988-114)

·접수자가 요청사항 접수

·기업이 원하는 장비를 이용
하여 기술지원

기술(Billing System, QA, QC 등)을 지원해드리며, 게임콘텐츠의 컨설팅 및 마케팅지원 또한 병행되어

시험성적서 발행

장비활용 기술지원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게임특성에 맞는 해당 진출지역의 현지화작업(언어/그래픽/빌링)이 필수

개방형실험실 이용 의뢰

게임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산서 발행

지원책임자

지원책임자

·시험분석 후 기업요구 시
시험성적서 발행

*이용수수료에 대한
계산서 발행

사업공고

게임 콘텐츠 평가 및 선정

* 장비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료 부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기업지원 Hot 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문제들을 상담하

번역 및 그래픽 변환

현지화 지역 및
언어 선정 협의

현지화 컨설팅
- 대상 지역 선정 / UX 가이드

현지화 적용

현지화 적용 빌드
QA TEST

글로벌 시장 현지 시장성 테스트

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신속히 찾아주는 중소기업 해피클릭 홈페이지(http://partner.kitech.re.kr) 및 중소
기업테크컨텍센터(080-9988-114)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동연구, 기술지원 등 협력관계가 활발한 기업으로서 연구원의 모든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집중지원으로 동반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파트너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D
기반 기술지원, 연구장비활용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中협력관계가 활발한 기업

파트너기업
선정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을 수혜 받은 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특허기술이전 체결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우수 졸업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파트너기업
선정절차

파트너기업 신청 : on-line 접수(http://partner.kitech.re.kr) *on-line 접수(각 지역본부 사업지원실)

멘토지정

: 파트너기업을 지원할 지원책임자 연계 *생기원 지원책임자 추천 시 신속처리 가능

선정심의

: 파트너기업의 선정 조건에 부합 여부 심의

선정결과 통보

: 신청기업에 파트너기업 선정 통보

결과

파트너기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중점지원
- 파트너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생기원의 모든 기업지원 역량을
지정혜택

콘텐츠 보완

기반으로 기업성장지원

R&D기반 기술지원
- 생기원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지원
- 생기원 산업계 연계형 사업 우선지원
- 정부수탁 지원사업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우선지원

연구장비활용 지원
- 40여개 개방형실험실을 통한 연구장비 활용 지원
- 중기청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바우처)을 우선 지원하여 장비사용료 경감
- 렌탈랩 우선 입주를 통한 연구장비활용의 근접지원

QA TEST

현지기기 테스트

현지 서비스

공공기관 연구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우수인력 파견지원
-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장기(3년 이상) 파견하여 핵심 R&D인력으로 우선지원

기술커뮤니티를 통한 기술혁신 교류지원
- 50여 개 유사기술 커뮤니티를 통한 신시장 발굴, R&D 성과 공유 등 산업중심의 기업간 기술교류 지원

현장출장 ·파견을 통한 밀착지원
- 기술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현장에 출장·파견하여 기술 자문을 통한 지원

파트너기업 지정 : 파트너기업 지정패 발급

기술정보지원
- 뉴스레터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교육·세미나, 특허, 이전기술, 기술동향, 기술포럼, 안내 및 주기적인
메일링 서비스 등 기술정보 우선지원

파트너기업 지원 : 생기원 기업지원 프로그램 우선지원을 통한 성장지원

문의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기전담지원실

041-5898-585, 080-99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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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기관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팀

053-65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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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

실제 시작품을 제작하지 않고, CAD 데이터(모델링)만으로도 컴퓨터 시뮬

Q67

신기술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정보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서
개발하려는 신기술 R&D 기획 전략수립을 어떻게 지원받나요?

Q68

레이션(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을 통해 사전 설계 검증이
가능한지요? 현실적으로 실험을 하기 힘든 경우 설계안의 검증을 위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가요?

A. - 중소기업 기술정보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A.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공학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제품/

- 대구시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과 강소기업으로 성장과정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연구개발 주력분야 기술동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술특허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 제공합니다.

공정 개발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결하고 검증하기 위한 ‘슈퍼컴퓨팅 M&S(Modeling & Simulation)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반형

고난이도형

개요

기업에서 요청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
·일반적인 구조, 유동, molecular docking 등, 바이오 분야에서의 4개 이하의 시
뮬레이션 지원

기업이 일부 연구비를 분담하여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수행
•피로, 비선형, 연소 등의 고난이도 또는
5가지 이상의 형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Pharmacophore modeling과 chemicallibrary screening 등을 통한 Computer-aided drug discovery 기술지원

비용

무료 지원

기술지원 내용,
수행기간에 따라 비용 협의

과제 수

13개 내외

7개 내외

수행기간

5개월 내

5개월 ~ 8개월

·사업기간 | 3월 ~ 10월
·지원규모 | 40과제(비용부담 없음)
·지원형태 | 맞춤형 기술특허 정보제공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 기
 업에서 신청하는 기술주제 관련 국내외 기술특허 정보제공
(국내외 특허, 연구논문, 기술보고서 등 주요 원문 자료 제공)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과제선정

과제수행

정보제공

과제신청 접수

지원과제 선정

과제조사 / 분석

조사결과 제공

통하여 맞춤형 R&D 기획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2019년)
·사업안내 | 2019년 하반기
·지원규모 | 5과제 내외

구분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

일반형

·지원내용 | 기
 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R&D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특허/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 제공

2월 중
대면 평가

온라인
서류 접수

서류 심사
결과 발표

고난이도형

지원분야

주요 내용

상세 내용 협의

비고

기술동향분석

- 기획대상 기술의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 기획대상 기술의 장단점 분석

- 기술 발전 방향과의 부합성 검토
- 기획 기술의 독창성/차별성

특허동향분석

- 기획대상 기술에 대한 선행특허 조사
- 특허 출원 및 주요 출원인 동향 분석

- 기술 수명주기상 단계 파악
- 선행 특허와 차별성 도출

특허동향분석

- 목표 시장 정의, 시장 구조, 트렌드 분석
- 시장규모, 성장률, 주요 경쟁자 분석

- 목표 시장 명확화, 시장진입 장벽
- 시장규모, 성장률 기반 예상 매출 분석

053-601-5205

문의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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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착수 회의

• 매년 1월~2월에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수시 문의하여 애로 사항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D기획 지원 주요 내용

문의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월 중

053-60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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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 추진에 앞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관련 기술, 특허, 시장 분석을

Q69

로봇 및 로봇 융합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Q70

기계금속 관련 제품의 품질개선, 신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시험 및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고, 시험 및 성능평가 진행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로봇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

지능형로봇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지원대상

지원범위

로봇 및
로봇융합분야
예비창업자

창업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최대 1억원)

세부 지원내용
•인건비(대표자 제외)
•시제품제작비 및 재료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기자재구입비
•사무실임차비
•기타 활동비 및 전담멘토비

A.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 약 250여 대의 분야(기계로봇, 부품소재, 뿌리산업, 첨단공구 등)별 시험 및 연구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부품의 시험분석, 소재분석 및 해석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품질관리
및 불량요인 규명시험, 신뢰성 인정, 공인시험성적서(KOLAS)발급 지원 등의 다양한 시험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접수증 발행

기업체

의뢰

시험품 / 시험의뢰

유망기술사업화
촉진지원사업

입주공간 지원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로봇 및
로봇융합분야
모든 로봇
중소·중견기업

旣개발 완료된 로봇제품
(부품 및 부분품 포함)의
제품화 지원

예비창업자

로봇창업비즈니스실

창업 3년 이내

로봇창업보육센터(BI)

모든 로봇 중소기업

일반 입주기업

로봇기업과 수요처,
비영리 지원기관 간
컨소시엄
(공공수요형)

공공분야에서 활용가능한 국가적
·공공적 목적 성격의 수요창출을
위한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참여형 과제

•인프라 유·무상 이용
(장비사용료 20% 할인)
•회의실, 휴게실, 숙박시설,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BI기업)

•로봇 제작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시험 인증비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로봇제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수요처
로봇보급 확대

로봇활용
중소제조
공정혁신
지원사업

로봇자동화 공정
개선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로봇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SI기업
컨소시엄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을 위한
패키지 지원

•로봇 엔지니어링(공정설계)
•로봇 도입(설치 및 시운전)
•로봇 활용 교육 지원 등

로봇산업
글로벌화

로봇 및
로봇융합분야
모든 로봇
중소·중견기업

로봇기업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요재원 지원

•로해외전시 참가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
•제품현지화 및 샘플 제작
•번역 및 홍보물 제작
•기타 시장조사비용 등

053-210-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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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설계·디자인개발
(로봇디자인멤버십 연계)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컨설팅 지원 : 필수
•성능(시험) 평가 : 필수
•모의크라우드펀딩 : 필수

로봇기업과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아이디어발굴형)

문의기관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상담 / 접수

시험수수료
산정

TEST

시험성적서
발행

통보

현재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는’07년도부터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의 장비 이용 시 이용료의 60~70%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하여 참여
신청을 하고 바우처를 구매한 기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여기업

중기청

참여기업

참여기업

신청 및 접수

서류검토 및
승인

온라인 바우처
구매

장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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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기관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접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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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로봇 및 로봇융합기술 분야의 성공적인 창업활동 및 기업지원을 위해 맞춤형 지원

Q71

스마트콘텐츠 제작을 지원받기 위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

ICT융합스포츠콘텐츠사업 안내

규모와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목표 : ICT 기술과 스포츠와의 접목을 통한 기업·산업 육성 및 융합스포츠콘텐츠 개발을 통한 新산업 개척
및 일자리 창출
* ICT융합스포츠콘텐츠 : 로
 봇기술(Robotics), 입체 3D, 스마트센서기술(터치, 동작/음성 인식 등) 등을 적용한

A. 스마트콘텐츠상용화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개발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콘텐츠 및 서비스 제작,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ICT 기술 기반 고퀄리티
앱 개발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기업맞춤형 마케팅과 판로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장진출

스포츠 콘텐츠 ex) 스크린 골프. 닌텐도 ‘위’ 등

•지원내용 : 융합스포츠 분야 新산업 개척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개발과 스포츠콘텐츠
판로개척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지원

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지원규모 | 총 4개 과제 내외, 1,000백만원 규모(과제당 25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지원규모 | 총 10개 과제 내외, 770백만원(과제당 77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지원대상 |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관련 사업화가 가능한 영리 기업 또는 컨소시엄

·지원대상 | 대구 지역 스마트콘텐츠 관련기업 및 컨소시엄

·지원분야 | ICT 기술이 융합된 스포츠 관련 직·간접 기기와 연동 또는 서비스가 가능한 콘텐츠 개발지원

·지원분야 | ICT기술을 활용한 앱 기반 스마트콘텐츠 및 서비스

·사업 추진절차(안)

·사업 추진절차(안)
사업공고 및 선정

지원수행/관리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물 관리

지원과제
선정

1차
지원금 지급

2차 지원금 지급

불합격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성과관리
및 결과물 홍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사업공고 및 선정

선정평가

사업수행

결과평가

사업설명회
개최 및
과제 신청·접수

지원과제
평가·선정

ICT융합스포츠
콘텐츠 개발

개발 결과물 및
사업화 성과 평가

ICT융합스포츠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

⇢

⇢

⇢

·사업기간 | 2019년 6월 ~ 10월(약 4개월 정도)
·지원규모 | 총 5건 내외, 50백만원 규모(기업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Idea / Planning

Counsel

Build-Up

Development

·지원대상 | ICT융합스포츠콘텐츠 관련 기업(관련 콘텐츠 보유 및 개발 기업)
·지원분야 | 국내외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절차(안)

⇢
Prototype

⇢
Release

사업공고

선정평가

사업수행

결과평가

마케팅지원
신청·접수

신청내용
평가·선정

전시·상담회
참가 및 개별
마케팅

마케팅 수행내용
및사업화
성과 평가

User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기관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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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약 8개월 정도)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약 8개월 정도)

대구VR/AR제작지원센터 안내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안내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을

•지역 스마트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관련 인프라

통해 대구 지역거점으로 선정

지원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수 스마트미디어 기업을 발굴을 위한 입주지원을 물론, 서비스

•지역특화분야(의료/지능형 콘텐츠) 및 저변확산형 VR/AR 콘텐츠 개발을 지원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시설현황
VR/AR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대구 신천동 대구무역회관 2층(271㎡, 82평)
- 테스트베드, 회의실 각 3실(94㎡)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1월(약 8개월 정도)

- 입주공간 6개(50.51㎡)

·지원규모 | 8개 내외 과제(총사업비 30% 자기부담금 필요)

- 영상편집실, 휴게공간 등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중소 VR/AR 콘텐츠 제작 기업
·지원분야 | 의
 료/지능형 VR/AR 콘텐츠, VR/AR 산업의 저변확산을 위한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공고

과제선정

과제수행

최종평가

사업설명회 개최
과제신청 접수

지원과제 선정

VR/AR콘텐츠
개발

완성도 및
사업화 성과 평가

- 삼성, LG 등 사이니지 장비 11종
- 스마트폰, 테블릿 PC 등 30종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교육 프로그램(안)
·기본교육 : 스
 마트미디어 시장 및 기술 동향
(SNS, 유튜브 채널 마케팅 교육 등)

•VR/AR 콘텐츠 개발을 완료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진출,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 스
 마트미디어 서비스 기획 및 개발
미러, 디지털사이니지 제작 교육 등)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입주방법 및 절차
·입주대상 : 스마트미디어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벤처기업
·입주기간 : 최대 2년(단, 6개월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
·지원내용 : 입주 및 개발 공간(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장비,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선정방법 : 기
 술, 경영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연계성,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는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전문가 Pool을 통해 구성

•각종 VR/AR 교육실, 장비실, VRAR Lab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를 지역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
•급속도로 발전하는 VR분야 HW/SW 최신 장비를 대여, 센터 전용 교육실을 통해 VR/AR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입주기업 공고

선정 평가

협약 및 입주

실적조사

(창·취업, 재직자) 상시 운영

※센
 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시설 및 장비 대여는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홈페이지
(https://www.smcenter.kr:6400/daegusmc/)에서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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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스마트

등을 지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업지원사업(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해외

Q72

패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의 지원대상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73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무엇이며, ‘시제품 개발지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 패션업체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구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패션제품개발 및

A. 글로컬 대구침장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으로 수행 중이며, 지역 섬유 - 침장산업

마케팅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진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창작공간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

스트림간 협력을 통한 로컬생산 체제 구축과 무역 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지역의 침장 제품 경쟁력을 강화,

습니다.

중국산 수입 저가 소재의 국산화와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제품 개발지원의 지원대상은
대구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섬유관련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해외진출 기획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대구지역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패션

있는 침구제품관련 제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기본부스 1개, 통역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지원 개념도
모집공고

1단계

>

신청접수

>

심사

2단계

3단계

>

결과통보

>

4단계

협약체결
/참여
5단계

협력기업

직물·봉제

or

제안기업

주문

마케팅·유통

시제품 개발

구비서류

대구패션디자인 육성

해외패션전시회 참가 등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포트폴리오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수출실적증명원

공장등록증(해당시)

유통현황증빙서류

기타 등록특허 사본 등 실적증빙자료

국내외 전시참가 증빙서류

or
텍스타일
디자인

053-721-7426
90

or

수입
컨버터

⇡
사업비 지원

납품

시제품 개발지원 추진 절차

지원공고 및
서류접수

문의기관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사업본부

or

지원 대상
선정

문의기관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전략사업부

선정업체 협약
및 사업수행

053-980-10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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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제품
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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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Q74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국내외 수요자들로부터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요구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원은 ISO(국제표

Q75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고,
입주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대상은 의료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의료연구개발

준화기구)의 교정 및 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17025)에 충족하는 조건을 구비하고, KOLAS로부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기업)이며, 의료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고 의료연구개발에

국가 공인 시험 검사기관으로 인증 받아 현재 총 38개 항목의 공인 시험 분야를 확보, 지역 섬유생산 및 수출

관한 업무 외에 매출ㆍ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연구인력 1명, 의료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업체에 대한 제품품질 검증과 분석을 통해 대외적 신뢰를 축적해가는 동시에 공인 시험분석 및 품질 검사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입주공고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 대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산 섬유제품에 대한 품질 고급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www.dgmif.re.kr), 대구메디온 홈페이지(company.dgmif.re.kr)에서 확인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의회 절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세제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85% 감면, 재산세 10년간 85%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지원뿐만 아니라 단지 입주기업만을 위한 R&D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재단에 보유한 장비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공동연구센터
입주기업 지원 사업

한국메디벤처센터
입주기업

입주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첨복단지
토지분양기업

메디 프론티어
기업육성 사업

첨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내용
- 1년 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 R&D 및 사업화(시제품제작, 특허지원,
성능평가, 마케팅 등) 지원
- 전임상 후보물질 개발 지원(분자설계,
의약합성, 약리평가, 약물동태 등)
- 의료기기 개발 지원(응용연구, 설계,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성능평가 등)
- 2년 이내, 연간 2억 이내 지원

시험장비 보유현황
구분

시험기기명

대수

물리시험기

현미경, 자동검연기, 인장강신도시험기 등

35종 / 36대

- 전략수립, R&D공동연구, 특허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화학시험기

자동점도측정기, PH Meter, 융점측점기 등

63종 / 67대

분석시험기

전자현미경(SEM), 열분석기(DSC, DTA, TGA, TMA) 등

48종 / 48대

인공기후실

인공기후실 Chamber, 써멀마네킹, 트래드밀 등

9종 / 10대

(mts.dgmif.re.kr)을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의뢰하시면 내부 심의를 통해

5종 / 5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 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장비사용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소정의

개방실험실

검연기, 검척기, 실체현미경, 건조기 등

총 보유 현황 : 160종 / 166대

문의기관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시험분석센터

053-560-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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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장비 사용 및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등 서비스는 의료기술지원시스템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지역협력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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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Q77

「산업현장기술 핫라인센터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싶어요.

A. •추진배경

DGIST 산학협력관 입주 시 선정기준 및 절차는 무엇이며,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선정기준

- 지역교수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업체의 기술애로 및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 신물질분야(M), 정보통신분야(I), 첨단의료로봇분야(R), 에너지분야(E), 뇌과학 분야(Brain), 뉴바이올로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음

분야(N) 등 DGIST 6대 특성화 MIREBraiN 프로그램 관련 기업

•추진목표

- 지역산업·국가유망기술 분야 관련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대학이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해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지역 기술혁신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기관

-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발전에 기여
•신청대상 : 대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견) 및 초기 창업기업

•선정절차
- 입주신청 → 입주기업사전조사 → 입주심사 → 심사결과통지 → 입주계약체결 → 입주
※ 매월 수시 접수, 약 30일 정도 소요

•신청시기 : 상시모집(연중)

•경영지원

•신청분야 : ➊ 기술자문사업 ➋ 애로기술통합지원사업

- (1인1사 멘토링) 산학협력관 입주기업 성장 발전을 위해 우리원 내/외부 교수, 연구원 등 기술 및 경영
지원 전문인력을 입주기업별로 멘토로 위촉하여 밀착지원

•사업내용

- (후견인 제도) 법률, 회계, 특허, 노무, 금융 분야 등의 외부전문가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

➊ 기술자문사업

사항에 대한 상시 컨설팅 지원

- (운영절차) 홈페이지(http://www.hlc.or.kr) 접속 → 자문신청서(다운로드) 작성

- (사업화 및 네트워크) DGIST 연계 기술출자 및 기술이전 지원,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유관기관

→ 팩스, 전자우편을 통한 신청

사업 지원 등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네트워크 활동 상시 지원

- (자문분야) 기계금속, 건설환경, 섬유화학, 전자전기, 디자인 등
※ 분야별 자문교수 지정 후 연구실 내방형, 현장방문형, 개발형 등 특성에 따른 자문 실시
기술자문 신청

자문교수 매칭

자문 실시

자문결과
보고서 작성

기업
(상시접수)

핫라인센터

매칭교수

기업/교수

•시설지원
- 공용시설 : 비즈니스카페, 회의실 등
- 원내시설 : 구내식당, 도서관, 종합 체육시설(축구장, 수영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장비지원
- 중앙기기센터 보유 연구장비 20% 할인

모니터링

자문료 지급

핫라인센터

산학협력단
(대구시)

- 업무용 사무기기(빔프로젝트, 노트북, 복사기, 프린터 등) 무료 대여

➋ 애로기술통합 지원사업
- 단기에 걸쳐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하여 공정개선
신제품 개발 등 지원
- 지원규모 : 15개 정도(자문대상 기업 우선)
- 과제수행기간 : 2~3개월(과제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접수)
- 지원금액 : 과제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0%)
- 지원대상 선정 : 선정위원회(외부전문가 등) 구성 심사 평가

문의기관 | 경북대학교 핫라인센터 담당자 이수빈

053-950-7503, FAX. 053-953-7502, dorothy915@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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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으나 본인이 이를 직접 개발할

산업체 연구과제 협약절차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정부, 기관 등과 진행하는 일반적인

Q78

R&D 연구과제 협약절차와 차이가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정부(중앙)기관이나 다른 연구
과제들은 계약서 분량이나 기재요구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계약서는 원래
간단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더 준비해야 하는지요?

A. 계약절차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산업체과제와 R&D과제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의 목적에 있습니다.

Q79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 발명자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A.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지원에 따른 성과창출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R&D 과제는 국가에서 연구자의 해당 연구에 대한 지원금 성격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는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발명

이라 할 수 있고 산업체 과제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부분에 대한 용역의 대가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서

이라 함은 2인 이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상의 지식재산권이나 소유권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협력의 내용이 ‘단순한 협력’인가 ‘실질적인 협력’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출원·심판·소송 등
의 과정에서 판단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착상의 제공자·단순보조자·후원자 등은 공동발명자라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서(학술용역 기준)는 계약서 표지와 첨부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
시서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각 용역별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
이 있으나, 발주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해당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발명을 완성하기 쉽지 않아 제3자와 협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소유관계를 계약을 통해 명확히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업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등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 표지에 계약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이 모두

산학협력 |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기재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문의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950-2228

문의기관 | DGIST 산학협력단

96

053-95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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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의 역할과 특징은 무엇인가요?

A. 가족회사란 본교와 기업이 각각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최적화된 산학협력 활동을
이끌어내는 산학연계 시스템을 말합니다.

창고와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규모이상 건축물은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이며,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 승인관청(시 또는 구·군)에 심의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학은 우수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공하고, 가족회사의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교과과정을 편성하며,

교통영향평가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본교의 졸업생의 취업과 연계를 구축하며
- 기업은 대학의 연구정보 및 노하우를 습득하여 R&D 역량을 확충하고, 가족회사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업 트렌드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

장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창고시설 | 
- 창 고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가족회사 운영은 기업에 인력 및 시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대학은 산학연계 및 수익창출

- 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운영은 크게 대학과 기업의 신뢰관계 구축과 관계형성과 함께 진행, 확장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크게 [구축단계 → 가동단계 → 활동단계 → 성과제고] 등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단계별 상황
(포지션)과 사업심화도(내용)의 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별 운영 활성화

구축단계
(관계시동)

구축
단계

가동
단계

활용
단계

성과제고
단계

대학-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지역혁신체제의 완성
도로·교통·환경 | Road·Traffic·Environment

가족회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가족회사 모집 단계로서 대학의 가족회사 제도 도입과 운영방안을 기업에게 홍보
• 가족회사 발대식 등 공식적인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선포
• 업종별 가족회사 모임(기술교류회) 등을 통해 교수와 기업간의 유대관계 강화

가동단계
(신뢰형성)

• 지도교수를 통해 기업의 요구 분야에 대하여 직접적 연계활동 개시

활동단계
(관계심화)

• 가족회사 가동 시스템이 체계화되면서 대학 -기업간 쌍방향 협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성과제고
(완성단계)

• 가족회사를 거점으로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의 전주기에 걸쳐 대학과 기업간 협력 및 상생 발전

• 기술지도, 재직자 재교육, 최신 기술 세미나, 장비활용 지원 등 대학으로부터 기업으로의
일방향 연계지원이 주로 가동

• 현장실습 제공, 가족회사 장학금 지원 등 기업이 본격적으로 대학의 인력양성에 기여

•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및 투자유치를 비롯한 기술지주 회사 설립 등 수익창출

문의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950-2364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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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4768, 해당 구·군(건축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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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1~8-2946

Q82

공장 앞 도로가 차량과속으로 너무 위험해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필요
한데, 설치 가능한가요?

A. 차량의 통행을 허용 또는 제한하는 교통안전시설물(교통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의 설치여부는 대구지방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대구시는 심의 의결한 장소에

Q83

사업장내 각종 관로(상수도,통신,도시가스,전기 등) 연결을 위한 도로
굴착이 필요한데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점용)굴착은 해당지역 관할 구청 건설(안전,방재)과에서 허가하며 절차 및 관련 법규 등은 아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굴착사업의 개요
✽ 신청대상 :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일방통행, 좌회전 허용 등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득한 자(신청자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주요 지하매설의 사후관리계획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함. 단, 지하매설물 등의 파손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기관 홈페이지 방문

및 손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됨

✽ 신청기관 : 관할 구청 또는 경찰관서

도로(점용)굴착 허가 절차
배수설비 협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의 신청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통보
도로(점용)굴착 간접복구비 부과
착수계 및 작업계획서 제출
작업 개시
완료계 및 완료확인서 제출

☞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굴착 면적조서
(굴착폭, 연장, 면적 등을 표기)
☞ 굴착 현장사진
(굴착 위치 표시)
☞ 굴착 위치도
(굴착 지점 표시)
☞ 설계도서
(계획도에 의거 매설물의
종류 및 규격 등 세부표)

굴착현장 확인 및 완료 통보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설안전과 (053-661-2884) 대구광역시 동구청 건설과

(053-662-2913)

대구광역시 서구청 건설안전과 (053-663-2884) 대구광역시 남구청 건설방재과 (053-664-2884)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교통정책과

053-803-4768, 해당 구·군(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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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61~8-3012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3-665-2915)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설과

(053-666-29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건설과

(053-667-2824)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건설과

(053-66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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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환경 | Road·Traffic·Environment

검토 및 의견조회

구비서류

Q84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한다던데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란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의 전액(100%) 부담으로 산업단지 수용가의 저효율 에너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이 있던데, 작성대상과 절차는

Q85

어떻게 되나요?

A. 장외영향 평가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대구지역 산업단지 수용가에 ICT 기술 및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고효율 장비, EMS 등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초기 비용의 100%를 지원해주고 향후 에너지 절감비용에서 상환하는 사업으로,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수용가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18 ~ 2019년
2년간 약 2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은 사업공모, 예비조사, 정밀진단, 대상선정,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체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에서 주관하고 행정지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대상

사업참여는 우선 수용가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및 전력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전력 에너지
솔루션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 요청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용가 별 에너지 설비의 규모, 종류 등에
대하여 경제성 검토를 거쳐 효율화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와

보고서
작성자
요 건

계약 체결하고 수용가 별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사업비의 100%를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에서 먼저 부담
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비용에서 상환하면 됩니다.

✽신

청 :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

제출시기

✽ 지원대상 :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효율화, EMS 구축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 취 급 시 설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 이용 운반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과 장외영향평가 작성자
16시간을 이수한 자
2.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유독물영업 등록 또는 취급제한 금지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 PCM 7개 업종, SMS 작성대상자
→ 2015. 12. 31
- 그 외 PCM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0톤 이상 → 2016. 12. 31
- 그 외 PCM대상자 중 유해화학물질 연간 1,000톤 미만 → 2017. 12. 31
- 위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 12. 31
- 위 이외의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9. 12. 31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이상 → 2018. 12. 31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연간 100톤 미만 → 2019. 12. 31

✽ 지원금액 : 소요되는 초기 사업비 전액(100%) 지원, 에너지 절감비용에서 투자비 상환

제출방법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30일 이내 적합성 여부 통보

작성내용

•기본평가 정보
- 취급물질 정보 : 화학물질 목록, 취급량,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정보 : 취급시설 목록,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주변지역 입지정보 및 기상정보
•장외평가 정보
- 공정위험 분석, 사고 시나리오, 사고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정성 확보 방안

장외영향
평가서
간소화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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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물질 취급 시

취급물질의 목록/취급량/유해성 정보/취급시설의 목록/
공정 정보/운영 절차 및 유의사항/타 법률과의 관계 정보

PCM, SNS 작성대상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정보, 기상정보,
사고시나리오, 사고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안전성 확보 방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면제(단, 사고예방계획 및 사고 시 조사계획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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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설치 전

SMS 작성 대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Q86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PSM 7개 업종(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A.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 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기업 등에게 무료

•원유 정제처리업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세무서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굴착사업의 개요
- 지원대상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 및 영세 중소법인(신고수입 3억원,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기업입니다.
- 지원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는 제외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평가업무 절차도(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main.do) 참조)
<설치 운영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직접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작성 가능

제공되는 서비스
-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에게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

<설치 운영자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기존시설
•신규·변경사유 발생시

-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현지
출장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문제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을 위해

<설치운영자>
‘보완·조정’

<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설치운영자>
‘보완·조정 요청’

<안전원 → 설치 운영자>
검토결과 통보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맞춤형 세무 서비스
안전진단 주기 결정
고 : 4년마다
중 : 8년마다
저 : 12년마다

- 외국인 다문화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국내생활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을 위해
종합지원 시설인 「다문화센터」 중심 서비스 제공
- 현장상담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세금고충·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고자 현장 중심의
신고 지원 및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위험도 및 적합 여부

<검사기관 → 설치 운영자>
‘가동 전 검사’

•장외영향평가서 안전성 확보 방안

(도움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문의는 국번없이 ❶❷❻ → 3번)

<환경관서 등 → 설치 운영자>
•안정성 확보 방안 이행 여부
‘정기·수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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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

Q87

개인사업자에서 대외신인도와 세금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 이전 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게 되니 세법규정을 잘 알아보고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Q8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있는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주는 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데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데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됩니다.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 : 사업용 자산을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대손사유) 거래상대방에게 ①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 포함)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행방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명·사망·실종신고 ④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완성된 경우 ⑤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 양도소득세 : 개인기업을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명의로

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합니다.
※ 이월과세 : 현
 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
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 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범위)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준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절차)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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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Q89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산재보험료를 인하해주는 교육이 있다던데 교육대상은

Q90

클린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신청 조건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누구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산업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

A. 클린사업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저리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절차 안내

지원대상 및 조건

•자금지원사업 업무촉진 흐름도
신청인

공단(지역본부/지도원)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접수

현장방문(시설투자 전)

투자계획 확인

고용노동부

금융기관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대상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참여 사업장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민간
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지원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
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융자 심사위원회
대상자 결정통보

자금지원 결정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대상자 통보

시설투자
현장방문(시설투자 후)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투자완료 확인

투자확인서 발급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 비계를 시스템 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 결과 ‘양호’ 사업장(건설업 제외)

대출신청

채권보전(대출약정)
융자금 대하

대출통장

융자금 지급

신청절차

사후 관리

전체 산업재해의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업참여 신청
(홈페이지)

신용평가

사업장
선정

투자계획
컨설팅

자금지원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

시설(인정요건)
개선

투자완료
확인 요청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

※ 사업주교육 이수 후 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산재보험요율 10% 인하
- 대 상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건설업 시스템 비계(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세부절차는 건설재해예방실(052-703-0673)로 문의

•대리참석은 불인정
- 신청방법

[사업장]

[공단]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상시 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첨부)를 작성하여 사업장이 속한 지역의 공단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상시근로자수 증명 서류 :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신고서,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세무서 제출자료),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전년도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중 하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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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입니다.

Q91

Q92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대구지역 기계분야 중소기업입니다. 기계산업분야의 업체들과 상호소통을
하고 싶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 다양한 행사참여와
정부지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A.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기획, 기술개발, 시제품

A.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기계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랑방정기회, 기공회(체육활동)를

제작, 사업화, 특허 출원, 디자인,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걸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결하기 위해 미니

비롯한 각종 간담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기업들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니클러스터는 전국 7천여 명의 미니클러스터 회원의 공동협력으로

재직자 무료교육(기계품질, 기계설계, 생산관리, 사출성형 등) 일학습병행제(특화업종 특구) 등의 정부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장 위치, 영위업종에 따라 과제참여가능여부가 결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되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미니클러스터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니클러스터
회원의 과제에 따라 R&BD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수출지원을 받고자 하거나, 적합한 바이어 매칭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외 조합은 19개국

지원프로세스

01

30개 거점을 구축하고 있어 수출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계 자동차분야에

업종별

특화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해 전문상담회, 전시회 등을 참가 또는 참관하고 있습니다.

조립
부품업체

미니클러스터 네트워크 활동

기술별

미니
클러스터
구성

과제발굴

마케팅

대·중소
기업

· 참여 : 기업, 전문가, 대학·연구소, 지자체, 지원기관
· 활동 : 정기포럼, 기술혁신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

입주유지

02

과제형 아이디어

공동협력
아이디어
공유

03

창의형 아이디어

아이디어 스토리지 등록

애로형 아이디어

협력 파트너 매칭

R&BD 촉진과제

R&BD 과제

사업 계획서 접수

미니클러스터 회원 동의
미니클러스터 회원 총 혹은 10명 이상 동의

과제 수행 능력 평가

과제선정

04

사업계획서 작성

별도팀
구성

기업 수요
및
애로 발굴

평가위원회

코디네이터
연결

정부정책
사업연계

현장 실태조사

기술분야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혁신기관
네트워크

산단공
지원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05
과제종결
사후관리

문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사

최종평가 위원회

사업비 정산

기술료 납부

제출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070-8895-7753, 7755, 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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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Q93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격과 절차가 어떻게

Q94

되나요?

A.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경영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법인이고,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

마을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신규대상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대구시 마을기업 공모 기
간 중에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구·군 담당부서에서 적격 검토 후에 대구시로 추천하고 대구시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는 추천된 업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하여 지원대상을 행정안전부로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는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 사업주 부담 보험료의 일부

추천 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예비 1천만원,
신규지정은 연 5천만원, 2차년도 지원은 3천만원, 3차년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비율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50%(취약계층 + 20%)

※보조금의 20%는 자부담

사회적기업 : 1~3년차 40%(취약계층 + 20%)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현장실사

모집공고

신청서 접수

(市)

(구·군)

(구·군, 마을
기업지원기관)

행정안전부
보고, 실사

3차
행정안전부
심사위 개최

1차
적격 검토

신청서
제출

(구·군)

(구·군 → 市)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1인, 최대 2년간) / 사회적기업(3인, 최대 3년간)
•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1억원(최대 5년간, 3억)

2차
심사위원회
※신청기관별 브리핑
(市)

(市→행자부)

지정통보
(행자부→市
→구·군)

(행자부)

약정체결

(구·군↔마을기업)

•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구분

• 우선구매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소정양식)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촉진 의무 규정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마을기업 회원명단(소정양식)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법인등기부동본

신청서

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관
주주 및 조합원 명부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방식으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직접 구매방식과 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해

교육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기타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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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 금액 입금)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지출하는 간접 구매방식이 있습니다.

Q95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격 및 혜택, 조건이 있나요?

Q9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기도에 있는 공장본사가 대구로 이전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정지원이
있나요? 지방세관련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서 크게 단지형과 개별형, 서비스

A.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가 우리 지역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형으로 구분되며, 해당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지형은 외투지분 30% 이상, 외투금액 1억원 이상 등, 개별형은 업종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최소금액 이상 투자(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서비스형은 외투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분 30% 이상, 외투금액 1억원 이상, 산업별 최소고용 인원 충족조건입니다.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광역시 등 5년)
100%, 그 후 3년간(광역시 등 2년) 50% 감면

임대기간은 총 50년 범위 내 10년단위 갱신계약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외투지역 관리기본계획상 입주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능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혜택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공장
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또는 본사이전감면대상소득에 대하여

조세 감면

7년간(광역시 등 5년) 100%, 그 후 3년간(광역시 등 2년) 50% 감면

구분

감면요건

감면기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단지형

· 제조업 : 1천만$ 이상
· 물류업 : 5백만$ 이상

· 국세 5년(3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개별형

· 별도 감면요건 없음
(지정요건과 동일)

· 국세 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서비스형

· 2백만$ 이상
3년 이상 석사연구원
5인 이상(연구개발)

· 국세 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의 50을 경감하며 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합니다.

(지방세 경감)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처음 5년간은 면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

그리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다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구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처음 5년간은 면제 그

임대료 감면
단지형

75 ~ 100% 감면

개발형

100% 감면(임대형일 경우)

문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지원팀

건물임대료에 대해 50%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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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감면)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
•(세금신고) 각종 세금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 법인세 신고 2만원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적용기준

추징사유

발급창구

이용방법

발급 가능 증명

이용시간

홈택스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①②③⑤⑦은 불필요)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⑤모범납세자증명
⑥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⑦납세증명서
⑧납부내역증명
⑨소득금액증명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⑫표준재무제표증명
⑬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⑭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⑮사실증명(12유형)* 등
※영문가능증명 : 굵은 글씨 10종

①~⑥ : 연중, 24시간
⑦~⑭: 연중, 8:00~22:00
⑮(사실증명)은
연중 9:00~24:00
신청가능,
발급은 근무시간
(신청후 3시간 이내)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①②③⑤⑦은 불필요)

※발급가능증명 : 홈택스 발급가능증명(⑥제외)
※모바일(홈택스)로 발급신청하여 받은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를 거래처에
알려주면, 거래처에서 홈택스(민원증명→민원
증명원본확인→발급번호로 조회)로 발급 이용함

정부24

정부24
(www.gov.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청

①~③, ⑦~⑪, ⑭ 9종
※국문증명만가능

어디서나
민원처리

자치단체민원실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홈택스와 같음(단, ⑮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등 2유형만가능)
※영문가능증명 : 홈택스와 같음

자치단체 민원실 근무시간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

민원우편

우체국에서 신분증
제시하고 신청

홈택스와 같음
(단, ⑮사실증명은 신고 사실 없음,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 2유형만 가능)
※국문증명만 가능

신청 : 우체국 근무 시간
※국세증명 발급 수수료는
없으나 우편요금 발생
(4,500원 정도)

·이전하여 5년 이내 법인 해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9조

·6개월(임차한 경우 2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기업
·대구로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본점
또는 주무소용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전 공장에 대한 감면
근거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0조

공장의 범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
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공장

적용기준

추징사유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6개월(임차한 경우 2년) 이상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한 경우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나
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폐쇄할 것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
홈택스와 같음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발급) 2016. 9. 30.부터 지자체가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국세증명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문의기관 | 대구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053-661-7466,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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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03-2507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 구·군 세무과

발급대상증명

발급시간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모범납세자증명
⑤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⑥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중 24시간

⑦납세증명서 ⑧납부내역증명 ⑨소득금액증명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⑫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⑬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연중 8시~22시

문의기관 |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3-66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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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법인에 대한 감면

Q97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기업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무엇인가요?

A.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기업이나

Q98

공장설립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설립업무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75%를

지역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 소요기간이 기존 40일에서 평균 12일로 단축될 수 있도록

경감하고 재산세는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75%를 경감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장입지 및 설립절차를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공장설립 관련 복잡한 각종 인·허가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합니다.

상담 및 서류작성을 대행해 드리며, 환경관련 신고 등 측량 일괄 대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통해 공장입지 검토, 설립비용 가이드 등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공장등록증·입주확인서 등 제증명서 원격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www.femis.go.kr)
- 기본적으로 기존에 등록된 공장에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를 매입하여 기존 공장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업용건축물 및 공장의 범위

건축이나 토지부서의 허가뿐만 아니라 공장 부서의 승인 또한 필요합니다.

산업용건축물 등의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장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관련 부서에 증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장설립 관련 신고(신설, 증설 등)승인을 받은 후, 공장설립 등이 완료된 경우 최종적으로

1)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신청하지

3)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

않을 경우, 기존의 공장설립 관련 신고 승인은 취소가 되어 건축주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공장설립 처리절차

4)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
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01

5) 폐기물 수집운·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인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지역

03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관계기관(시/군/구 등)

04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승인
평균 7~20일 소요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며,

02

입지상담 및 대행 접수
평균 2~3일 소요

특화산업, 전기업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공장의 범위

공장설립지원센터

기업인

공장설립지원센터
공장설립승인신청 서류작성
평균 2~3일 소요

05

공장 건축준비(설계도면 작성)
실제 소요시간

관계기관(시/군/구 등)
건축허가
평균 7일 소요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
복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

06

기업인
공장건축
실제 소요시간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7, 취득하는 부동산 소재지 구·군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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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계기관(시/군/구 등)

08

공장설립 완료신고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

070-8895-7780, 구군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
119

관계기관(시/군/구 등)
공장등록
법정소요 3일

기타(세제·사회적기업·공장설립 등) | Etc.

2)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Q99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며,

Q100

대구국가산업단지 신규 분양 신청절차도 궁금합니다.

A. 현행 공장건축허가는 허가신청 접수 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후 허가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3~15일

A.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산업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 등이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관리되는 일단의 지역을

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대구국가산업 단지 내 공장건축허가는 허가신청 접수 시 입주계약서,토지사용승낙서

말하며, 지정 및 조성목적에 따라 국가·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로 구분됩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등 조건을 갖출 경우에는 우선 허가서를 교부하고, 추후 관련부서(기관)에 협의 및 보완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입주계약신청→입주계약체결→(제조

대폭 단축하여 입주기업의 신속한 금융문제 해결 및 조업시기 단축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시설 설치)→공장설립완료신고(공장등록)의 과정을 거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장등록, 처분신고(신청), 임대신고, 제증명 발급 등 민원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장허가 절차

또한,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을 통해 공장입지 검토, 설립비용 가이드 등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공장등록증·입주확인서 등 제증명서 원격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www.femis.go.kr)

건축허가 절차

설계도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건축사

건축사 → 군

허가필증 교부

착공신고

군 → 건축주

건축사 → 군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3~15일 소요)

군 → 관련부서

시공 후 사용 승인

※ 건축허가 신청 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달성사무소에서 발급한 입주계약 확인서 첨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리절차
1.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2.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절차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변경내용 : 회사명, 대표자, 업종, 부지·건축면적
•절차

입주계약신청

·신청서류 : www.femis.go.kr
(정보광장-자료실)

입주계약변경
신청

·신청서류 : www.femis.go.kr
(정보광장-자료실)

입주심사

·입주자격 및 업종 검토

신청(신고)사항
검토

·변경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입주계약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입주변경계약
체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대구국가산단 신규분양 절차)대구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일정을 공고 후,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하여 대구시에서 입주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구시가 LH·산단공
·회계사·외부전문가 등 10여 명 내외로 입주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업체 심사를 거쳐 선정
합니다. 심사선정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성, 기술력, 경영실적, 고용창출 효과,
공고가 나면, 입주계약(한국산단공)과 분양계약(LH)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사용 가능일로부터 2년이내 공장착공하셔야 하며, 공장설립 후 5년
이내 산업용지 처분이 금지됩니다.
분양공고
(LH)

문의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종합민원과

053-66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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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입주신청 접수
(LH)

문의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사 달성사무소

입주업체 심의선정
(대구시 유치기업평가
위원회)

입주계약 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토지판매부
121

분양계약 체결
(LH)

053-603-2582

기타(세제·사회적기업·공장설립 등) | Etc.

성장가능성, 부지확보 시급성 등을 종합평가하며, 청문 및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심사합니다. 최종선정

Memo.

기업애로 119

온라인 운영

기업애로? Zero Zone!

기업애로 해결 길잡이

100문 10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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