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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
지원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첫걸음 R&D사업
창업진흥과 053-803-3562

01 / 대구광역시

 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등 시장
차
수요중심의 유망 R&D과제 지원(재료비, 시제품 제작,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종합 지원
 업애로119 운영 각급 기업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업
기
지원 정보 통합 제공, 기업 애로사항의 온라인 처리 및 추진
상황 체계적 관리

창업진흥과 053-803-3543

•신청내용 : 기업 애로사항(자금지원, 해외마케팅, 인력지원 등)

 역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력 융복합 R&D 지원사업
지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과 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신청방법 : 기
 업애로119(onestop119.daegu.go.kr) 사이트에서 신청

창업진흥과 053-803-3543

경제정책과 053-803-1119

 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뿌리기업 실용화 기술 지원,
뿌
기업별 기술수준 정밀분석 및 공정설계 개선 등 애로
기술 지원

창업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3193

C-Seed 지원사업 창업교육, 창업공간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진흥과 053-830-3564

 계부품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
기
제품개발엔지니어링 지원

 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공동
창
작업장 등 시설 제공, 경영, 세무, 기술지도

기계로봇과 053-803-3193

창업진흥과 053-803-3564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 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사업 등 활성화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3194

창업진흥과 053-803-3562

섬
 유기계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섬유기업 맞춤형
생산설비 자동화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설비교체

 업도약패키지 사업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 사업화
창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3193

창업진흥과 053-803-3561

 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뿌리기업의 디지털공정
뿌
관리 시스템, 신소재 및 소재다원화 적용 패키지 지원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 운영 경북대 등 지역대학
교수 참여 기술자문, 애로기술통합지원, 기술교류회

 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승사업 뿌리기술 제조
뿌
공정 데이터 수집 및 가시화, 생산공정 조건 표준화·
매뉴얼화 지원

창업진흥과 053-803-3564

기계로봇과 053-803-3193

기계로봇과 053-803-3193

기술개발 지원

8

 서금형산업특화단지 지원 금형산업특화단지 지정(성서
성
3차단지), 금형 기업 25개사, 금형성형프로그램 구축, 공동
활용관리프로그램 개발·구축

9

Ⅰ_ 종합 지원

Ⅰ_ 종합 지원

 역에코혁신사업 중소제조기업 사업장의 청정생산공정
지
지원(진단 및 컨설팅 지원 23개사)

기계로봇과 053-803-3194

기계로봇과 053-803-4692

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품질분임조활성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6개 업체 선정,
현장품질 개선교육 및 품질분임조 활동 컨설팅 지원

 품소재품질향상사업 생산제품 분석 컨설팅 및 시험평가
부
소요비용 일부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4692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 : 자동차부품제조 2·3차협력업체
6개 업체 선정, 품질인증평가 대비 우수등급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지도

로
 봇 가치사슬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수요공급 상생
협력 로봇공장 확대 및 국산화 대체 고도화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4692

기계로봇과 053-803-6742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컨설팅,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양산화, 인증·
특허), 전문교육

 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중소제조현장 스마트공장 구축
스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3194

기계로봇과 053-803-4691

 단기능성 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첨
소재기술 및 국산화 소재 상용화, 기술 플랫폼 구축 지원

 단메카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첨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기업지원 기술지원협의체, 시험
분석평가 장비구축

기계로봇과 053-803-4691

기계로봇과 053-803-4691

 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영
로봇활용 공정고도화, 지능형 제조혁신기술 적용 생산성
향상, 제조혁신 대상제품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상용화 지원 플라스틱 소재부품 시
친
제품제작 지원, 검증 및 인증 지원, 상용화 지원 플랫폼 구축

기계로봇과 053-803-4692

 재산업 융합 유니언 구축 지원 유니언 구축 운영, 수요
소
연계형 혁신제품화, R&D 신사업 기획, 국내외 소재공동관
조성

기계로봇과 053-803-4691

 걸음 영세소재기업 서포터즈 사업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첫
기업역량 강화 지원, 지역 첫걸음 영세소재기업 현황 DB 구축
기계로봇과 053-803-4692

기계로봇과 053-803-4692

 노융합기반 고도화 나노응용제품 일괄 제조공정 개발 및
나
응용제품 신뢰성 평가분석 지원
기계로봇과 053-803-4692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소재부품 공정
기술 지원, 기술자문·컨설팅, 기술정보 지원체계 구축
기계로봇과 053-803-4691

10

인력 지원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사업 나노기업 인력양성 26명
기계로봇과 053-803-4692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정보 원스톱·맞춤형 연결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053-803-1919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3491~3

11

Ⅰ_ 종합 지원

 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정밀기계가공 기술지원센터
정
구축, 장비-로봇 표준공정모델 구성 및 보급 스마트화 지원

•청년 근로자 정규직 채용 3개월 후 해당 기업에 정규직
지원금(150만원) 지원
•청년 근로자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고용유지장려금(기업
450만원, 근로자 270만원) 지원

3

서유럽
소부장(기계)
전략무역사절단

서유럽
(오스트리아 빈)

10

2022 Intertool 전시회
연계 Showcase &
상담주선

4

중동 기계플랜트
중동
(물산업)
상반기
(리야드, 카이로)
전략무역사절단

20

주요 발주처
벤더 등록 안내,
세미나 동시 개최

5

러시아/CIS
러시아/CIS
(블라디보스토크,
소비재,
3~6월
민스크,
보건의료
전략무역사절단
키예프, 알마티)

20

(소비재)
온·오프 유통망 연계
(보건의료)
MEDICA 연계

6

중미 종합
8~9월
전략무역사절단

중미
한-중미 수교 60주년
(과테말라,
10
활용 전략 세미나 연계
멕시코시티, 파나마)

7

북미 미래차 9~10월
GVC
(오프
전략무역사절단 라인)

(토론토, 시카고)
자동차부품협회
연차총회(10월)
연계 미래차 기술협력
세미나 및 상담회
(디트로이트)
더배터리쇼(9.13~15)
연계 미래차
기술협력 상담회

8

중국 소비재
9~10월
특화사업
(오프
연계
라인)
전략무역사절단

9

9월
(가칭) 대구데이
(오프
전략무역사절단
라인)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4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지역 소재 기업에서 분야별
(연구개발, 경영혁신)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4

수출·판로 지원
 역사절단 파견 주력시장(미국, 중국 등)과 전략시장(서유럽,
무
중동 등)의 국제 전시회, 행사와 연계하여 성과창출 및
시장 다변화 추진. 바이어 알선, 통역, 상담장 임차료, 편도
항공료(편도항공료, 숙박비, 개인경비 등 참가업체 부담)
국제통상과 053-803-329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59-2532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1

5월

북미
(토론토,
디트로이트)

중국
(베이징, 다롄)

2022년 무역사절단 파견계획(안)
연번

사절단명

시기

지역

9회

1

2

12

4월
(4.1216)

일본
(도쿄, 나고야)

30

20

(베이징)
1. K-Lifestyle in china
: 소비재 대표 지역
본부 사업
10
2. 베이징 서비스 교역회
(9월) : 베이징 대표
종합 서비스 분야
전시회

비고

160

베트남
베트남 소비재
3~4월 (하노이, 호치민,
전략사절단
다낭)

일본 소부장
통합
무역사절단

업체수

10

(하노이) 무역관
K스튜디오 활용
현지어 홍보영상
제작(SNS 업로드 및
홍보)
(호치민) 현지
인플루언서 활용
현지어 홍보영상
제작(SNS 업로드 및
홍보)
나고야(자동차부품
관련 바이어 발굴 후
역으로 기업 선정
예정)

서유럽
(독일, 프랑스 등)

Ⅰ_ 종합 지원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 지원 청년 근로자 정규직 채용·
전환 시 고용장려금 등 지원

30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IFA/9.2~6),
프랑크프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9.13~17), 섬유패션
행사 등과 연계 추진

※ 개최시기, 참가업체 규모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외마케팅 거점 구축 동남아 또는 중국을 시범시장으로
해
공동물류창고 및 쇼룸 조성
국제통상과 053-803-3293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105

13

국제통상과 053-803-3293

10

상해 추계
인터텍스타일 전시회

11

아시아 국제섬유기계
섬유기계
전시회

섬유

중국

10월 중

5

대구경북
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중국

11.20~11.24 7

한국섬유
기계협회

 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
진단을 통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해외시장 기초보고서,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해외규격 인증 등)

12

뉴욕 국제치과
전시회

의료기기

미국

11.27~11.30 4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융합센터)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99

13

뮌헨
국제스포츠용품
박람회

스포츠·
아웃도어

독일

11.28~11.30 5

한국아웃도어
스포츠
산업협회

 외전시회(공동관) 참가 지원 해외 유망전시회에 대구
해
공동관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료, 편도운송료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각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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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치기업 해외마케팅 투자유인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
수출바우처 지원(1社 4000만원 한도)

※ 개최시기, 참가업체 규모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외 기획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전시
해
상담회 참가 지원. 부스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통역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각 주관기관

2022년 해외전시회 대구공동관 세부내역(안)
연번

전시회명

품목

개최국

참가
개최시기 업체
규모

총 13개 전시회
두바이
1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2

14

2022년 해외 기획전시회 세부내역(안)
주관기관
전시회명

97
의료
기기

밀라노 광학 전시회 안광학

아랍
에미
리트
(UAE)

1.24~1.27

이탈
리아

품목

개최
국가

개최
시기

4개 전시회

4

대구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동경
한국우수상품전

2.12~2.14

25

한국광학공업
협동조합

3

텍스월드 파리
2022 S/S 전시회

섬유

프랑스

2.7~2.9

10

한국섬유
마케팅센터

4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보안, IT

미국

3.22~3.25

4

한국무역협회

5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
부품

미국

4.5~4.7

5 (재)아인글로벌

6

파리 추계
프레미에르비죵
전시회

섬유

프랑스

7.5~7.7

5

한국섬유
수출입협회

7

라스베가스
소비재 전시회

종합
소비재

미국

8.22~8.26

5

한국무역협회

8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자동차
부품

독일

9.13~9.17

10 (재)아인글로벌

9

방콕
한국소방안전박람회

소방·
방재
용품

태국

9.21~9.23

8

㈜엑스코

참가업체
규모

주관기관

39
일본

6월 중

7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해외 맞춤형 방문
섬유
수주상담회

베트남

10월 중

10

대구경북
섬유산업엽합회

심천 인터텍스타일
섬유
국제섬유전

중국

11월 중

12

대구경북
섬유산업엽합회

종합 인도네시아 11월 중

10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카르타
한국우수상품전

종합

※ 개최시기, 참가업체 규모 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외우수상품 특판전 지원 싱가포르 전시회 내 지역 식품 관련
해
우수상품 특판전 및 바이어 미팅 지원, 물류비·행사장 임대료
·판매원 및 통역비 등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대구테크노파크 053-770-2323
15

※ (프리)스타기업, 휴스타, 3030 등 특별기업은 1회 10백만원,
연간 20백만원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대구경북디자인센터 053-740-0045

 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전년도 직수출 100
수
만불 이상 대구 소재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부스비 전액
또는 임차료 70% 지원(1社 2천만원 한도)
국제통상과 053-803-3292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60-4028

 출 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기업과 1:1 수출
수
상담 지원(바이어 섭외, 상담 주선, 통역 등 지원), 코로나19 등
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도 병행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각 주관기관

 OTRA 해외시장정보조사 참가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K
사업(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 수수료 일부 지원(1社 90만원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49

 출상품 모바일 카탈로그 제작 지원 기업별 수출상품 홍보
수
모바일 카탈로그(QR코드 연동) 제작 지원(1社 140만원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한국무역협회 053-260-4028

 업홍보용 영상물 제작 지원 해외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기
기업홍보 영상 제작 지원(1社 390만원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1
한국무역협회 053-260-4028

 번역 지원 통번역, 감수료 건당 수수료 80% 지원. TP 민간
통
통번역업체 활용 및 계명대 통번역지원센터 활용(1社 300만
원 한도-각 기관 합산금액)
국제통상과 053-803-3291
계명대 국제사업센터 053-580-6347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49

 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CE, NRTL, FDA, OCS 등 424개
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실제집행비용 일부(70%) 지원
(기업당 최대 700만원 한도, 최대 2개까지 인증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49

 출물류비 지원 물류비(국제운송비) 간접 지원(1社 400만원
수
한도)

KOTRA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사업(기초 마케팅
지원, 마케팅 및 수출 지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등 단계별)
참가 비용의 수수료 일부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3780

국제통상과 053-803-3292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5

 타버스 활용 가상수출상담회 메타버스 수출전시회, 온텍트
메
화상 수출상담회

 OTRA 해외공동물류사업 참가 지원 해외 현지에 독자적인
K
물류센터 확보 및 구축이 어려운 수출기업 대상으로 KOTRA
물류센터 이용에 따른 기업 부담금 지원(1社 350만원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KOTRA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6

국제통상과 053-803-3293
대구테크노파크 053-795-9747

 튜브 활용 수출기업 홍보 지원 유튜브 기반 수출기업 무역
유
플랫폼 운영(KOREA DG Trade TV),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게시, B2B사이트 연계 해외마케팅
국제통상과 053-803-3291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113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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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직접참가, 대행참가 및 온라인
해
참가 시 부스임차료 등 지원, 1회 7백만원, 연간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32

 제특송(EMS) 물류비 지원 우정청 EMS 물류비 일부 지원
국
(업체별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국제통상과 053-803-3292
경북지방우정청 053-940-1454

 출보험료 지원 수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단기수출보험
수
및 수출입 환변동보험의 수입품목 지원, 업체당 5백만원 한도
건별 90~100% 지원
국제통상과 053-803-3293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053-260-5009

 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지역 기계산업 관련 기업의
기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거점 구축 및 운영,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
기계로봇과 053-803-3192

자금 지원
 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시설구조개선자금, 업체당 20
창
억원(시설), 제조·지식산업·영상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대상
경제정책과 053-803-3402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64

 영안정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 업체당 10억원
경
(소상공인 1억원) 1.3~2.2% 1년간 이차보전
경제정책과 053-803-3401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특례보증비율
창
100%, 보증료 0.8%, 지원기간 최대 5년
경제정책과 053-803-3401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24

 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이차보전 자금 중소기업중앙회
중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자금 대출 중인
영세소기업 소상공인, 1~2% 1년간 이차보전
경제정책과 053-803-3401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110

 역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온라인 마케팅 신규 판로 개척 및 판매 활성화 지원
경제정책과 053-803-3394

 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홈&쇼핑)을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의 지방투자 유도를 위해
지
10억원 이상의 투자와 10명 이상의 신규고용 시 산업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투자금액의 일부 지원
투자유치과 053-803-6206

경제정책과 053-803-3391

 소기업 맞춤형 정보서비스 지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입찰
중
정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 지원, 전자입찰
컨설팅, 기업정보 조회 및 신용평가 지원 서비스 제공
경제정책과 053-803-339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방신·증설, 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

지원유형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 일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시 해당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 건축+기계장비구입+근로환경개선시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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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계약 출장비 지원 해외 신규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위한
수
출장비 지원(전년도 직수출 200만불 미만 대상 기업별
연 2회 150만원 한도)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상위지역
(수성구,달서구,달성군)

(설비) 5%

(입지) 9%
(설비) 7%

최대
222억원

중위지역
(중,동,서,남,북구)

(입지) 10%
(설비) 7%

(입지) 30%
(설비) 9%

최대
153억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입지) 25%
(설비) 19%

(입지) 50%
(설비) 24%

최대
222억원

기본비율

추가
인센티브
(설비)

지역특성화업종*

5%

10%

고용인센티브

1~5%

2~10%

경제자유구역 입주

2%

2%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대업종**

2~5%

2~5%

2~5%

고용인센티브

최대 1%

최대 5%

최대 6%

투자규모

최대 2%

최대 3%

최대 4%

비고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 내 지원
** 우대업종 : 주력산업, 첨단업종, 지역특성화업종 등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

지역특성화업종 : 물·의료·미래차·에너지·로봇·ICT 5+1 미래신산업
* 대구시


지원예시

추가
인센
티브
(입지·
설비)

구분

Ⅰ_ 종합 지원

지원비율

•대 구국가산업단지(상위지역) 내 자동차부품
(지역특성화업종) 제조공장 신설 투자
- 투자계획 : 토지매입 50억원, 건축·기계 200억원,
고용 45명/중소기업

구분
맞춤형
컨설팅

투자
보조금

 내복귀기업 지원 산업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투자금액의
국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특히 대구시만의 특화된
「대구형 리쇼어링 패키지」 지원
투자유치과 053-803-6203

-맞
 춤형 패키지(기술·사업화·마케팅·경영 및 품질혁신),
기술닥터, PM제도 등

•(대규모 투자기업) 50년간 무상공급
임대용지
공급

- 보조금 : 44억원(건축·기계200억원×22%*)
* 상위지역 7%+지역특성화업종 10%+고용 5%

지원내용
•대구TP와 협력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1억원)

-대
 구국가산단 1단계 앵커부지(88천㎡),
2단계 임대용지(99천㎡)

•(중소·중견기업) 10년간 무상공급 /
대구국가산단 2단계 임대용지
•산업부 보조금 최대 461억원(국비한도 300+시비 161)
•대규모 투자기업 : 총 투자액의 50% 내 지원

이전
•해외사업장 이전비용 : 5억원(국비 4억원+시비 1억원)
대구 보조금
특화
(시비) 고용창출 •정부 2년+대구 2년 추가 : 총 28.8억원(최대 100명,
장려금
월 60만원)
직원
거주비

•직원(50명 이상) 숙소 신축·임대비의 30% :
최대 10억원

로봇
•시 자체사업 가점 부여(최대 2억원)
보급사업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비율
구분
일반지역(대구)
기본
지원우대지역
비율*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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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고

(설비)
24%

(입지·설비) (입지·설비) 최대
24%
24%
461억원

(설비)
34%

(입지·설비) (입지·설비) 최대
34%
34%
400억원

(설비)
44%

(입지·설비) (입지·설비) 최대
44%
44%
400억원

금융 지원

•시설자금 : 특별우대금리 1.95%(0.5↓),
한도상향 20 → 40억원
•운영자금 : 이차보전율 우대 1.5%(0.2↑)

R&D 및
비R&D
지원

•40여개 시 자체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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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최대 2만달러
컨설팅
스마트 •최대 6.8억원(국비 6, 시 0.8)
공장구축
* 시·도별 지원규모 상이
로봇활용
•최대 5억원(사업비의 50%)
제조혁신
정부
* 유턴기업 전용사업
지원
(공통)
•법인세 : 투자사업장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세금감면 •관세 : 신규·중고 자본재 수입 시 청산·양도 100%,
축소 50% 감면
•시설자금 : 80~90% 저리 대출
(산업·수출입·기업은행)
금융지원
•운영자금 : 80~100% 저리 대출(수출입은행)

지식서비스 육성 및 지원
IT융복합 감성디자인 소재산업 육성 신소재 정보제공, 소재·
후가공 컨설팅, 디자인 적용 제품개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창업진흥과 053-803-3544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역의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특허·브랜드·디자인 분야 집중 지원(연간 7,0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창업진흥과 053-803-3544

중소기업 IP바로서비스 지원 대구지역 중소기업 대상 특허
맵,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현장 밀착지원체계 운영(건당
1,000만원 한도 내 기업당 최대 2건)
창업진흥과 053-803-3544

 식재산 나래 프로그램 운영 기술 기반 7년 이내 초기 창업
지
기업의 특허 및 IP맵 구축 지원
창업진흥과 053-803-3544

스타기업 육성사업
 re-스타기업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 소기업을 Pre-스타
P
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 매년 신규 선정, 중기업으로 성장
할 때까지 맞춤형 패키지 신속 지원, 기술혁신 전문가 지원,
역량홍보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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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업 100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기업을 스타
스
기업으로 발굴 및 육성, 매년 신규 선정,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때까지 맞춤형 패키지 신속 지원, 기술혁신 전문가 지원,
홍보 및 네트워킹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경제정책과 053-803-3392

02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기업 지원

1357 통합콜센터

아이디어·기술창업 지원(신청 : www.k-startup.go.kr)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위해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프로그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
등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창업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과 아이템 실증검증 등으로 구성된 특화프로
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
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 도모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창업성공패키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만 39세 이하의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등 창업 全
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업력 3년 이하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의 (예비)창업팀을
발굴하여 성공적 글로벌 사업화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09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에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
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02-3440-7312, 7322, 732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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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02-3440-7306

창업저변확대
•청소년 비즈쿨 :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10

•창업에듀 : 온라인 기술창업 교육 포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 관련 역량강화 교육, 기관 패키지과정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공 창업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8, 1959, 1961

•실전창업교육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요건 제품제작,
고객반응 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사업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58, 1959, 1961

•창업지원기업서비스 바우처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
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창업진흥원 창업인프라조성실 044-410-1925, 1927

•도전! K-스타트업 : 중기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유망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 및 창업 후속 지원
창업진흥원 창업교류협력실 044-410-1711, 1713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www.startbiz.go.kr)

창업지원 인프라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사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해주는 사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대학·연구소 등을 창업보육
센터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사업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육성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10

•재도전성공패키지 : 우수한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성공적인 기술
기반 재창업 지원
- 일반형 : 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 멘토링 지원
- 채무조정형 : 채
 무조정이 필요한 예비재창업자 대상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 IP전략형 : 우수 IP기술을 보유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IP
기술의 제품화 지원
- TIPS-R : 1천만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재창업자에 대해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실 044-410-1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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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TIPS) : 성공벤처인 등이
주도하는 팁스 운영사(창업기획자 등)가 유망한 기술창업
기업을 엄선하여 투자·보육하면, 정부가 R& D, 창업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기술
창업 프로그램

1357 통합콜센터

신성장기반자금

기업주도형 R&D

•(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디딤돌 과제) 개발기간 1년, 지원
한도 1.2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전략형 과제)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3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TIPS 과제)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044-300-0541, 0543, 054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3-606-8411

긴급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사업) 재해피해를 입거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3-606-8411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성장공유형)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3-606-8411

신용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30억원 한도, 자기자본의 300% 이내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053-251-5600
1544-1120

•(대구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 선정, 8억원
한도
053-560-6300
1588-736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수출지향형) 개발기간 4년,
지원한도 2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시장확대형)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6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시장대응형)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
출연금 비중 80% 이내, (강소기업100) 개발기간 4년, 지원
한도 2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소부장 전략)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6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소부장 일반)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26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BM기획)
지원기간 3개월, 지원한도 14.5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BM개발) 지원기간 2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
출연금 비중 90% 이내, (진단기획) 지원기간 2개월, 지원
한도 5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기술개발) 지원
기간 6개월, 지원한도 3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044-300-0549

협력형 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구매연계형)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구매
조건부, 공동투자형)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12억, 정부
출연금 비중 80% 이내, (네트워크형, 기획) 개발기간 6개월,
지원한도 3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90% 이내, (네트
워크형, R&B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6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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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지원

금융 지원

044-300-0676

•산학연 플랫폼협력 기술개발 : (산학협력플랫폼(5개)-R&D
기획) 개발기간 4개월, 지원한도 2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학협력플랫폼(5개)-협력R&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3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학협력
플랫폼(4개)-R&D기획) 개발기간 4개월, 지원한도 2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학협력플랫폼(4개)-협력
R&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76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33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 (과제기획) 개발기간 3개월,
지원한도 2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공통기술
R&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1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성과확산) 개발기간 1년, 지원한도 1.5억원, 정부
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36

정책 목적형 R&D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R&D))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12.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사업화))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17.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29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2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60, 0657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 (지원방식 : 품목지정)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1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지원방식 : 지정공모)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3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60, 0657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 (과제기획) 개발기간 2개월,
지원한도 1.5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전략
협력R&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8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75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수요기반 기술이전)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8억원,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 이내
044-300-0660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 (혁신형, 일반)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2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혁신형,
고도화)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1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현장형) 개발기간 1년, 지원한도 5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671, 0678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2-3787-0502, 0503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21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943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 (선도기술) 개발기간 4년, 지원
한도 36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현장적용) 개발
기간 3년, 지원한도 4.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75% 이내
044-300-0971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 (PoC) 개발기간 2개월, 지원
한도 1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100% 이내, (R&D, Trak1)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6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임상 지원 50%), (R&D, Trak2) 개발기간 2년, 지원
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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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R&D-1단계 예비연구)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5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학협력R&D-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연협력R&D-1단계 예비연구)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5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산연
협력R&D-2단계 사업화 기술개발) 개발기간 2년, 지원
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2-3787-0509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한도 1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100% 이내, (리빙랩
활용R&D)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4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개발기간 1년, 지원
한도 1.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공동활용R&D) 개발기간 1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융복합R&D) 개발기간 1년, 지원한도 2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821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신진연구 인력채용 지원) 개발
기간 3년, 기준연봉의 50%, 정부출연금 비중 50% 이내,
(공공연연구 인력파견 지원) 개발기간 3년, 파견인력
연봉의 50%, 정부출연금 비중 50% 이내, (고경력연구
인력채용 지원) 개발기간 3년, 지원한도 연봉의 50%
(최대 5천만원/년), 정부출연금 비중 50% 이내
044-300-0560

044-300-0663

•연구기반활용플러스 : (기업선도형) 개발기간 6개월, 지원
한도 1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기반플러스
형) 개발기간 6개월, 지원한도 5천만원, 정부출연금 비
중 80% 이내
044-410-3321, 3322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 기획 지원 - 첫걸음기획)
지원기간 3개월, 지원한도 8.5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R&D 기획 지원 - 기획역량강화 교육) 정부
출연금 비중 100%,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지원기간
9개월, 지원한도 3천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위기
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지원기간
2개월, 지원한도 4백만원, 정부출연금 비중 100%, (위기
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Scale-up) 지원기간
1년, 지원한도 1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545, 0683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스타
기업육성)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4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044-300-0821, 0822, 0824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개방형혁신바우처) 개발
기간 1년, 지원한도 2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인력 지원
인력 양성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맞춤 기능·기술인재 양성 후 중소기업으로 채용 연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6

•기술사관 육성사업 :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중소
기업에 취업 연계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6

재직자 직무교육 및 인력유입 촉진
•중소기업 계약학과 : 중소, 중견기업의 재직자(6개월 이상)
또는 채용예정자의 2년간 등록금 지원(재교육형 전문학사·
학사과정은 기준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 65% 이내
/ 동시채용형 및 채용조건형은 10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6

판로 지원
중소기업에 유리한 공공기관 납품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 및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95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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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 개발기간 2년, 지원한도
20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공공기관
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지정된 품목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93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52

•공공구매론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금융기관
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042-712-5623, 5627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구매액의 15% 이상을 성능인증,
NET, NEP, 우수조달물품 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7

마케팅, 홍보 지원
•온라인 시장진출 :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등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814

•정책매장 운영 : 정책매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판매공간 제공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715

•중소기업 공동 A/S 지원 : 국내 공장에서 일반 소비재
완제품을 생산하나 자체 A/S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
을 지원

수출 지원

www.exportvoucher.com

내수기업부터 글로벌강소기업까지 다양한 수출 지원
•수출바우처사업 : 중소기업 수출규모별(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
으로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5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소요경비의 50~7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7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성장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1년간 최대 1억원, 4년간 최대 2억원),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22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보증 등 우대 지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5

중소기업유통센터 02-6678-9324

기업애로상담 지원
전문가 현장클리닉 지원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사항에 대해 해당분야
(창업, 특허 마케팅, 수출입 등 10개 분야)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1~7일의 단기간 동안 밀착 지원
053-65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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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제품 구매 시 조합
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맞춤형 경영개선 및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업종특화 및 업종공통 교육을
온·오프라인 지원

053-659-2263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진단을 통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을 맞춤형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32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원격근무 확산
창업진흥원 비대면지원부 044-410-1984~89

042-363-7821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경영 지원 바우처 제공
042-363-7833~4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사업 : 소상공인 대상으로 물품
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042-363-7833~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
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협동
조합의 성장을 촉진
042-363-7711~4, 7720~5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 동네 점포가 지역주민에게 업종
융합을 통한 지역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색다른 소비경험 제공

소상공인 전통시장
교육, 컨설팅 및 정보제공

042-363-7748~9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
디어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기초·전문
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사업화 지원금을 패키지로 지원
하는 사업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
대상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성장단계
별 맞춤형으로 지원

053-353-7667

042-363-7741

•상권정보시스템 : 지역ㆍ업종별 창ㆍ폐업, 인구, 집객시설
등 45종의 상권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
도모하는 사업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상 자율
신청에 따라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으로 역량
평가

1644-530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 융자 지원
(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1357

34

042-363-774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
042-363-7906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 대상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042-363-7908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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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수·위탁거래 기업 간 지속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 납품대금 인하 등)로 인한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적극 지원

042-363-7902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소공인 집적지 내에 복합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판매
등 원스톱 지원
044-204-7883~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044-363-7919

•소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 개선 지원
044-363-7919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을
고려하여 교육, 채널 진출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
042-363-7983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 핀테크 기술을 활용
하여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도입,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시키는 사업
1670-0582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 성공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
042-363-7981

소상공인 재기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여건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
042-363-7896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공제제도
1666-9988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자영업자 고용보
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보험료의 일부
를 지원하여 가입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1357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 전통시장/상점가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건립·개량·보수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
1357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
시장 육성

042-363-7981

044-204-7893, 042-363-7622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 신기술(AI, VR·AR 등)을
소상공인 상점에 보급하여 소상공인 경영·서비스 혁신
과 자생력 강화 지원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지원 청년몰의 사후 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지원

042-481-7731

042-363-7781, 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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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 : 창업 3년 이내 여성기업 또는
예비여성창업자, 창업보육실 제공(33.1㎡, 1년), 경영 지원
(경영, 세무, 법무 등 컨설팅 및 판로)

042-363-7635

대구경북지역센터 053-742-519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사업 : 화재
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를 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 창업 5년 미만 여성기업 창업자 및
예비여성창업자, 우수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 시상 및
지원(투자유치연계, 교육, 판로·마케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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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테마구역, 페스티벌 등 추진 지원
044-204-7867, 042-363-7774, 7775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27, 7431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수출희망 여성
기업 대상, 수출기업화, 수출마케팅, 수출교육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27, 7431

장애인기업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보험료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 시 가입한도 내 실손 보상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업공간 및 기자재, IT환경 등
제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등 각종 정보
제공

042-363-7826, 044-204-7822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지역 053-600-8070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
고용연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 등 지원, 대출
금리 및 대출조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ams.or.kr)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
광업은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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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장애인기업 지원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경쟁 입찰 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지역 053-600-8070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 이론교육, 특화아이템 기술교육,
창업멘토링 등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지역 053-600-8070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초기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 창업자 육성
02-2181-6534

여성기업 지원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 초청강연,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
강화, 지원사업 홍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427, 7431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 조성
02-218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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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패키지 지원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마케팅·시장
매니저·배송서비스 등의 정책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03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자금 지원

053-606-8411~8420

02-2181-6536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지원 사업 :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한 창업이론 및 기술
교육, 보육실 지원
02-2181-6512

•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
인기업에게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시제품개발비용 지원
02-2181-6532

 책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융자잔액 기준
정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까지 지원가능,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 자가진단 후 온라인 신청·접수, 기업
평가 후 자금대출
※ 분기별 대출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 융자제외 대상 업종 등 융자제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장애인 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활용 컨설팅 및 등록 지원

•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 업력 7년 미만
기업 및 예비창업자(잔액기준 60억원 이내,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02-2181-6532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준비자(기업당 1억원 이내)

•장애인기업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제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02-2181-6531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시스템 운영 : 국내외 입찰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제품 전시몰 운영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02-2181-6532

•장애인기업 수출 지원 : 해외온라인마케팅, 무역사절단파견,
수출교육 등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02-2181-6531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 인증획득(인증비, 시험비 등) 및
마케팅비용 지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정부R&D사업참여 성공한 기술,
특허/실용신안/저작권 등록기술, 그 외 공고상 해당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기업당 30억원 이내)
※무
 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가능(지식재산권 매입,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디자인개발, 전산개발 등 연구
용역 비용)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성장공유형자금(투자형)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잔액기준 60억원 이내,
운전 2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
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스
 케일업금융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02-2181-6531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에
대해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팀 02-2181-6532
4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으로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
기업(기업당 운전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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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 창업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틀 마련을 지원

신성장기반자금(잔액기준 60억원,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시운전에 한함))

•혁신성장지원 : 「중소기업법」 상 업력 7년 이상 기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업종 영위
기업
•Net-Zero :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 영위기업,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수
 출바우처사업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
053-659-2532
기업별 국고 국고
지원한도 보조율

세부단계

지원대상

내수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0’

최대
30백만원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최대
30백만원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최대
50백만원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최대
80백만원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최대
100백만원

재도약지원자금

매출
규모에
따라
50∼
70%

•사업전환자금 : 3년 이상 사업 중인 5인 이상 기업, 최근
5년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잔액기준 10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수
 출인큐베이터 사업 사무실 임차료의 입주연차별 100%
지원, 마케팅, 회계·법률 컨설팅, 현지시장 정보 및 네트
워크 구축 지원 등

•재창업자금 : 재창업자금 신청요건 충족기업(잔액기준
6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053-659-2532

•구조개선자금 : 구조개선 또는 경영개선진단 기업(워크
아웃, 회생인가)(연간 운전 10억원 이내)
•무역조정자금 : FTA체결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3년 내 지정받은 업체(잔액기준
60억원 이내, 운전 20억원 이내)
053-606-8422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경영애로 사유에 충족하고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특정비교시점에 감소기업
(기업당 10억원 이내)

 외지사화사업 해외에 지사 설치가 어려운 기업의 현지
해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민간
네트워크사 매칭 및 용역비 지원
053-659-2532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수출상담, 편도항공료
등 지원
053-659-2532

해
 외 기술교류사업 한국정부와 개도국 정부간(G2G) 협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기술을 현지 기업에 수출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055-751-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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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인 중소기업(기업당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055-751-9797

온
 라인 수출플랫폼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에 온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상품페이지
제작·관리, 검색엔진 마케팅,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구매 오퍼 사후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
(www.gobizkorea.com)
055-751-9744

 라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온
조달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문 수행사를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제공하여 계약 달성
지원
055-751-9715

•공제금 지급이율 : 연복리(연단위 변동금리) 홈페이지 게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중
 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기업형태(개인, 법인) 및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31%~최대 63% 절세효과

•(핵심인력)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가능, 공제금 수령 시 기업 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 25개월 이상 가입유지 핵심인력 대상 무상
상해보험 가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053-606-8419

무
 역조정 지원사업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사업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 자산형성(가입기간 5년)

055-751-9703

•가입대상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갬블링·무도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
기업,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053-606-8419

사업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
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가입기간 5년)
•가입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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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납입 : 매월 최소 34만원 이상의 금액을 핵심
인력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 : 중소기업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공제부금납입 : 매월 최소 32만원 이상의 금액을 핵심
인력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핵심인력 : 월 12만원↑,
기업 : 20만원↑)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공제금 지급이율 : 연복리(연단위 변동금리) 홈페이지 게시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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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수출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온
진출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수출대행, 자사몰
진출, 미디어커머스마케팅 및 온라인 전시관 등의 사업을
지원

 참경영상담센터 기업의 각종 경영애로를 전문위원을
코
통해 무료 상담
1600-1572

기업애로상담센터 경영 또는 규제애로 상담
053-242-4000

FTA활용지원센터 FTA 관련 교육,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FTA상담실, 원산지증명서 발급, 활용 책자 배포
053-222-3105

 역인증서비스센터 원산지증명, FTA특혜활용(원산지결정
무
기준 충족여부), 일반무역인증(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가격
증명서, 서명증명 등), ATA까르네* 보증 및 발급기관
* ATA까르네 :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물품과 같이 일시통관
물품에 대한 필요 서류 및 담보금을 대신하는 문서
053-222-3106, 3108

전
 자서명 공동인증서 발급 공공입찰, 전자상거래, 무역
인증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용(범용/전자무역용) 공인
인증서 발급
053-222-3108

 구 유입청년 경력직 일자리매칭 사업 지역 중소·중견
대
기업과 근무 경력이 있는 출향 청년을 매칭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053-222-3109

 역 기업 알기 현장 투어 대구 시민이 지역 우수 중소·
지
중견기업을 방문, 기업문화 직접체험과 기업에 대한 이해
도 높여 친기업 문화 확산에 기여
053-222-3103

 구광역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지역의 미취업
대
중·장년(만 40세 이상 64세 이하)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053-22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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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지역 우량기업 대학 리크루트 투어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대
공공기관이 직접 대학방문, 취업정보 제공으로 지역기업 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 기회 제공
053-222-3104

통·번역 지원 지역 수출·제조기업 대상, 각종 무역서류, 회사
및 제품소개서 번역, 바이어 상담 및 전시회 참가 시 맞춤
통·번역* 지원
* 맞춤 통·번역 : 전문통번역(지역에서 활동중인 전문 통·번역
인력), 일반통번역(지역에 유학 중인 학생 중 한국어 및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통한 통·번역) 중 업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
053-222-3113

 업 맞춤형 정보제공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지원*,
기
입찰정보, 전자입찰 교육 및 컨설팅, 기업정보 조회, 신용
평가 지원
* 공공조달 판로개척,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053-222-3083

 수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중
우
지속가능한 기업 발굴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육성
053-222-3104

글
 로벌Biz 지원(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에서의 자사제품
경쟁력 분석, 해외시장 정보 및 거래선 발굴
053-222-3113

유
 튜브 기반 수출기업 홍보플랫폼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대구시 수출 지원 전용 유튜브 채널(KOREA DG
TRADE TV)을 활용,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해외 홍보를
통한 지역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053-222-3113

서울역 대구경북기업인라운지 회의 및 비즈니스 상담,
인터넷사용, 문서작성, 복사, 팩스전송, 휴대폰충전기, TV,
음료, 다과 등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제공, 서울역 4층
02-777-011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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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084

 &D/비R&D 과제 코디 지원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R
소규모 기업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R&D/비R&D
공모사업 관련 실무교육 및 전문컨설팅으로 사업 참여
기회 제공
053-222-3086

대구경제플러스 홈페이지 운영 정부 및 지역 기관별 정책
정보, R&D 정보 제공, 지역 우수기업 지원제도 안내, 기업
홍보용 디지털 카탈로그 제작 지원, PPT템플릿 서식 제공,
기업현황 DB 제공
053-222-3083

 조물책임(PL) 단체 보험 생산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제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전대비(일반보험
대비 기본 20% 할인)
053-222-3113, 3108

바
 코드 등록상담 및 기본교육 유통표준코드 등록절차
안내 및 민원상담
053-222-3104

 -글로벌 해외 e-커머스 플랫폼 활용 해외 온라인 플랫폼
K
(B2B, B2C)을 활용한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판로 개척
지원
053-222-3085

지
 식재산 창출·창업촉진 지원 IP스타기업 육성, IP나래
프로그램, IP디딤돌 프로그램, 소상공인 IP역량 강화, 지식
재산 협력기반 강화 등

05 /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네트워크 지원 : 국가혁신클러스터
리더스포럼(CEO 대상),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플러스
세미나(실무자 대상), 기업 연구개발·사업화 사전기획 지원
053-757-3740

•규제자유특구 혁신플랫폼 구축 : 특구사업 발굴, 특구
사업자 및 특례 추가 발굴, 특구 네크워킹 운영
053-757-3728

•산업융합 플랫폼 운영 : 이종산업 및 기업간 연계·협력을
위한 산업융합네트워크 운영(정기·미니 산업융합네트워킹
데이, 산업융합컨퍼런스), 융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053-757-3743

기업지원단
•성장단계별 기업지원플랫폼 운영, 지역혁신거점 운영,
일자리창출, 혁신인재양성, 기술사업화(R&BD),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의료기기산업 지원, 펀드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지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비R&D), 기업애로해
결박람회 운영 등
※ [주요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 대구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기업지원플랫폼), 고용친화기업 선정ㆍ지원사업,
뉴딜 청년인재 일자리연결사업, 기술이전 혁신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차세대선도
기술개발사업,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육성사업, 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지역
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지원사업, 1社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의료기기산업 마케팅 지원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 등
053-757-4193

053-222-3144~3150

종
 합직무능력검사(K-TEST) 기업 등의 인력채용 시 인성,
직무능력 및 직무지식검사 등
053-22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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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지역 내 소공인 대상으로
소
제품 및 기술개발 등 지원

•나노융합산업 인프라 거점, 나노·부품소재/물·에너지
산업 기반조성 및 산업활성화 지원, 부품소재 관련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등
※ [주요사업] 영세소재기업 제조혁신 및 부품경쟁력 강화사업,
대구 소재산업 융합 유니언 구축 지원사업, 부품·소재 품질
향상 지원사업, 첨단 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
업 육성 사업, 4차 산업 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 사업, 나노융합기반 고도화 사업, 대구 산업단지 대
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
발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고효율에너지시스템, 비금속계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등
053-602-1838

디지털융합센터
•(디지털인증시험소) ICT 무선통신 디바이스 국제공인시험
인증
※ [주요사업] ICT 무선통신·전자파 시험인증(RF, Protocol,
RSE, OTA, EMC)
053-602-1845

•5G융합 테스트베드 경상거점 운영 : 5G 시험인증 및
교육 지원
053-602-1856

•A I·IT·디지털 관련 교육 과정 연계 채용 프로그램 운영
※ [주요사업]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대구 AI
스쿨 연계 채용 지원
053-602-1844

•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 및 거점 운영 : 공공 융합디바
이스 개발 지원, 글로벌 판로 개척 지원, 투자유치 및
기업 네트워킹 구축 지원 등
053-602-1762

•메이커 스페이스 START LINE 운영 : 시제품 제작, 입주
공간 지원, 장비활용교육 및 투자유치, 온라인 미디어
제작 및 홍보 시설 지원 등
053-60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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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첨단 HCI산업 거점 운영 : 시험인증(무선통신, EMC
등), 해외인증 획득, 기업 수요 맞춤형 HCI 통합 사용성
평가, 전문 인력 육성 등
053-602-1852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 시민 대상 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등
※ [주요사업]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운영,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역 첨단 HCI 산업 거점 기반 구축,
도시재생 연계 리빙랩 운영사업
053-602-1779

•지역 기업 정보보호 보안 강화 및 컨설팅, 로봇산업 육성 등
※ [주요사업]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지원사업, 로봇산업 가치
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사업
053-957-4162

•스마트시티 도시문제 발굴 및 기업 수요연계 실증
※ [주요사업]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디자인씽킹
기반 도시 수자원 실증 사업
053-602-1874

바이오헬스융합센터
•의료헬스 산업 관련 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치과)
의료기기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 [주요사업] 대구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비R&D), 대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대구 지역
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역 치과의료기기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 스마트헬스케어 글로벌마켓 엔트리 지원사업 등
053-602-1823

한방뷰티융합센터
•한방(바이오) 소재 및 제품화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지원,
뷰티 기업 수출 활성화(전시회, 수출상담회, 해외인증 및
홍보·마케팅 등) 지원 등
※ [주요사업] 바이오활성제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K-뷰티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지원사업, 스타 뷰티브랜드 육성
사업, 뷰티 피부임상 특화 지원사업, 한방소재 기반기술
활용기업 지원사업, 도시형소비재산업 청년적합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053-77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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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실용화센터

식품산업융합지원센터(TF)
•식품산업 관련 제품개발 및 판로개척 지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및 재직자 중심 현장실무 인력양성 지원 등

※ [주요사업]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
비대면 디지털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 스포츠산업 예비
초기창업지원센터 사업,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사업,
대구 주력산업 메타버스 수출전시상담회 사업,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등

※ [주요사업] 식품산업화 제품개발 지원사업, 수제맥주
산업 기반확보(활성화)사업, 식품산업 정보화 DB구축
사업, 지역 우수생산식품 판로지원사업, 대구성서 스
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외식산업 현장실무 분야
뉴딜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
053-602-1882

053-795-9766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R&D 과제 및 정책기획 지원(중앙 R&D 지역유치 및 지역
현안 해결형 R&SD), 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R&BD 지원,
지역 기업부설연구소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 지원, 지역
벤처기업 시제품제작·인증(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나라장터 제품등록 지원 등
※ [주요사업]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지역 정부
출연연구기관 협력 융복합 R&D 지원,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활성화 등
053-757-3731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TF)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기초 및 고도화 지원,
K-스마트등대, 클러스터, 도입·공급기업 역량강화 지원,
대구성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교육 등
※ [주요사업] 대구시 소재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성서산단 재직자 교육 지원 등
053-60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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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융복합산업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선도기술 중소기업
인력채용 지원,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 지원(창업교육ㆍ보
육지원), 대구 주력산업 수출기업 해외판로 확보(가상무역
거래 환경 구축) 지원, 생활 스포츠 안전 분야 전략제품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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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06 /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
(운전자금, 시설자금)할 때 부담하는 채무 및 상거래와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상거래담보)에 대한 보증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창업단계(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창업 전부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보증 지원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성장단계(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수출중소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우수 지식재산(IP) 보유기업,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기업,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
- 성숙단계(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지속성장 유망기업,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
성이 높은 기업, 고용의 질 우수 및 고용의 안정적 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 재도약단계(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지원)
제조업, 혁신형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집중 지원
- 재도전단계(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실패한 기업주의 소중한 기술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기업 보증(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신보 채무자) 지원
각 지역 영업점 1588-6565

유
 동화회사보증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하여 유동화함으로써 직접
금융시장에서 고정금리로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
하는 제도

•보험종류 : 매출채권보험(다사랑, 한사랑, B2B Plus⁺, 일석
e조, 하나보험 등), 어음보험(개별, 포괄어음보험)
대구신용보험센터 053-430-8981

스타트업(Start-up)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서 성장단계별 금융·비금융을
융합하여 맞춤형 지원
- Start-up NEST(창업단계) → 스텝업준비(연구개발단계) →
스텝업도전(사업화단계) → 퍼스트펭귄(성장단계) → ICT
GROWTH(도약단계) → 혁신아이콘(예비유니콘단계)
대구스타트업지점 053-605-7600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 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기업당
30억원, 투자기간 3~10년)
각 지역 영업점 1588-6565

중소기업 경영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
팅(경영컨설팅, 특화컨설팅), 잡매칭(구인·구직 서비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평가, 기업연수, 경영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경영지원서비스 제공
각 지역 영업점 1588-6565

각 지역 영업점 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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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기업간의 상거래에 있어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보험계약자)이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결제지연
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금을 지급받는 제도

벤처기업평가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연구개발
유형 전문 평가기관으로 지정(’20. 12월)되어 벤처기업
전문 평가업무를 수행 중

대구스타트업지점 053-605-7600

07 /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역본부
기술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평가를 거쳐 지원가능한 창업자금을 사전 심사 및
승인하고, 창업 즉시 보증을 통해 사전 승인된 창업자금
지원(최대 5억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원클릭 우대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기보증 없는 중소
기업으로서 온라인 보증신청 우대(최대 기업당 1억원,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서류·심사 간소화)
•R&D보증 : 중소기업의 R&D를 개발·사업화 단계별로
맞춤형 보증 지원(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해외진출보증 : 신남방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자금보증 및 해외사업자금보증 지원(보증비율 및 보증
료율 우대)
•행복일터 유지보증 : 향후 1년간 고용유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를 확약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증비율 및 보증
료율 우대
•근로시간 단축 우대보증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중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 또는 관공서
유급휴일 전환기업에 대하여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 만 17~39세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증우대 지원(창업 후 5년 이내 및
3억원 이내 0.3% 고정보증요율 적용)

•시설자금 특례보증 : 시설자금(사업장 구입/ 분양, 건물
신축/ 증축/개축, 기계설비 도입 등)에 대하여 전결권 완화
및 보증비율(90%) 우대 지원

•청년 테크스타 보증 : 최근 3년 이내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우수기업으로 추천받은 청년창업
가에 대한 보증우대 지원(창업 후 5년 이내 및 6억원
이내 0.3% 고정보증요율 적용)

•특허청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 : 특허권의 기술
가치평가금액 이내 지원(최대 10억원)하고,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
고급기술자인 혁신성장산업 영위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
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지원
•기술창업보증(맞춤형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창업성장 분야(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 연계
창업)에 따라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통해 인수자금 또는 사업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알바트로스 보증 : 창업기업이 Death-Valley(창업 후
3~7년)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하도록 지원
(보증료율 우대 및 신용도 검토 완화)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 기술·산업 융합제품 개발, 사업화
자금 우대 지원(보증료율 우대 및 신용도 검토 완화)

•마이스터(Meister) 기술창업보증 : 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 대·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 25년 이상 특급
기술자) 기술경력 보유 또는 스핀오프 창업(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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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벤처기업확인 요건, 신청절차 등
상세 내용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venturein)에서 확인 가능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Tech밸리)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우수 전문 인력(교수, 연구원) 창업기업 우대
보증(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기후기술 보증 : 온실가스 감축기술이나 기후변화 적응
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보증료율 우대)

•예 비창업 및 창업보육기관 연계 지원(벤처창업교실,
기보 벤처캠프 등)
•기술/경영 지원(기술·경영컨설팅, 기업진단 및 전문컨설팅,
창업멘토링, 도약기업 CEO전문 강좌)

•제4차 산업혁명 영위기업(인더스트리 4.0 퍼스트보증),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공급기업(4.0 스마트팩토리보증),
핀테크기업, 소셜벤처기업 :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사업전환 지원(기술이전·사업화, M&A 지원)

•문화산업 완성보증 :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보증 지원(제작비의 최대 70% 보증 지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지식재산공제(중소기업 지식재산권의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보증 :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 기업주가 별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부실채무의 채무조정(원금
감면 등)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
기술평가
•신청기술에 대한 기술성, 시장성 등을 기반으로 기술의
미래가치를 평가
•기술평가 분류
- 기술가치평가(현물출자, 기술거래, 담보가치 등)
- 기술사업타당성평가(보증 지원, 벤처·이노비즈 평가, 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 등)
- 종합기술평가(투자용 평가, 코스닥상장 평가, 주식가치
평가 등)

직접금융
•보증연계투자 : 설립 후 5년 이내의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한도 30
억원)
•투자옵션부 보증 : 설립 후 5년 이내의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 후 보증부대출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보증 지원(최대 10억원)
•유동화회사보증(P-CBO) :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중소
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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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기업인증 평가(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녹색기업, 경영
혁신형기업 등)

•기술거래 지원(기술이전플랫폼 Tech-Bridge)
•기술보호(Tech Safe 기술지킴이, 증거지킴이 등)
•AI기반 특허평가시스템(KPAS) DB구축 제공
(http://kpas.kibo.or.kr)
•‘벤처·이노JOB’을 이용한 구인구직 매칭사업 지원
(http://job.kibo.or.kr)
고객센터 1544-1120

08 /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대출보증 :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주고받는 지급
어음, 받을어음 및 담보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
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업자 등으로부터 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대여받는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보증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내 사업장이나 본사를 둔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보증한도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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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Good Job) : 일자리
창출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형별 우대 지원 - 고용창출
(점핑잡, 쉐어링잡)과 고용유지(베스트잡)로 구분 우대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고용창출 보증금액사정한도
가산)

•보증료 : 보증종류와 보증기간에 따라 최저 0.5 ~ 2.0%
범위 내 차등 적용
•문의처 : 각 영업점

햇살론(서민대출협약보증)
•목적 :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 생활안정 도모
•지 원대상 : 현재 사업 영위 중인 자영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
- ‘저소득 자영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 ‘저신용 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
-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자
(보증한도 4백만원)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

컨설팅
•창업 및 경영자문 컨설팅(비용 무료)
- 대상 : 재단 신용보증 이용업체, 이용이 예상되는 업체,
예비 창업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집단 컨설팅
- 분야 : 법률(변호사), 세무(세무사), 회계(공인회계사), 인사·
노무(노무사), 경영일반(경영지도사 및 SNS 마케팅 전문가)
- 방법 : 전문가 및 재단 직원이 신청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상황에 맞는 현장맞춤형 컨설팅 진행

•폐업 및 재기 지원 컨설팅(비용 무료)
- 대상 : 폐업을 희망하는 대구광역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분야 : 일반컨설팅, 세무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등
- 방법 : 전문가 및 재단 직원이 신청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시행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

•보증한도 : 30백만원 이하(운전 : 20백만원, 대환자금 :
10백만원)
•보증료 : 연 1.0%(고정) 이내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

대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대구 소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추천한도 : 중소기업 10억원(소상공인 지원자금은 1억원),
중견기업 50억원
- 지원부분 : 은행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1.3~2.2%)
- 지원기간 : 1년
각 영업점, 대표 053-560-6300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추천
- 지원대상 : 대구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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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중소
한
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대출취급 은행에 저리
(2022.1월 현재 연 0.25%)로 자금을 지원
•총 지원한도 : 9,096억원
•지원대상업체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정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벤처기업,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소재·부품생산기업 등
13개 부문(2022.1월 현재)

•업체당 지원한도(은행 대출취급액) : 전략지원부문 15억원
(30억원), 특별지원부문 10억원(20억원), 일반지원부문
7.5억원(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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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지점 053)560-6300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범어동지점 053)744-6500
월배지점 053)639-4343
동지점 053)982-7500
중앙지점 053)256-0300

영상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추천한도 : 최대 20억원
- 대출금리 : 1.95~2.45%(21년 4분기 현재, 3개월 변동 금리)

•지원기간 : 운전자금 1년 및 시설자금 2년 이내(기간연장 가능)
•대출신청 : 각 은행 영업점
053-429-0333~4, 또는 각 은행 영업점

•총 지원한도 : 2조 2,800억원
•지원대상업체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정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I-ONE소상공인보증부대출(비대면채널 전용상품)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하게 지원,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중도상환해약금 전액
면제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금융 및 보험업,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IBK성공창업대출 창업 후 7년 이내 사업 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초기 창업기업·우수기술 보유
기업 등 기업분류를 세분화하여 우대 지원

•업체당 대출한도(은행 대출취급액) : 신용등급 4~5등급에
해당하는 법인 중소기업 5억원(10억원), 저신용(6~10등급)
법인 중소기업 및 4~10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개인사
업자) 5억원(5억원)

IP사업화대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하는 新 금융시장 도래에 따라 담보력은 약하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IP(지식재산권)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
하는 대출상품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할지역 소재 서비스업 및 매출이

•지원기간 : 운전자금 1년

053-749-5400, 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대출신청 : 각 은행 영업점
 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무역금융지원 프로
한
그램(총 지원한도 1조 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총 지원한도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
그램(총 지원한도 3조 5,000억원)을 통해 자금 지원
053-429-0333~4, 또는 각 은행 영업점

10 / IBK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IO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업
여신상품과 결합해 동산자산의 담보가치와 담보안정성을
보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편의성과 금융비용 완화 제공, 주담보 취득 대상
동산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중소기업 대상, 담보가능 대상은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반제품, 완제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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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DGB대구은행
중소기업 자금 지원
「IP 모아모아 대출」 시행 IP가치 평가서를 발급 받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지원
「DGB Tech-Biz론」 시행 중소기업으로 TCB 기술평가서
보유 기업에 대하여 업체당 50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
자금 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창업 7년 이내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동산담보대출」 시행 담보제공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형자산(기계기구 등)과 재고자산(원재료) 및 매출
채권 등을 담보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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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지원 자금을 2022.3.31일까지 한시 운용 중이며 은행
대출취급액의 100% 이내에서 대출취급 은행에 저리
(2022.1월 현재 연 0.25%)로 자금을 지원

동
 반성장협력대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IBK기업은행이
협력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기업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IBK기업은행이 대출한도를
조성하여 협력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 협약기업이
추천한 신용등급 BB+ 이상 협력기업

소호기업 자금 지원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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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대출」 시행 대구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은행 또는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추천
한 기업으로 차주당 2억원 이내 신용보증서 담보의 운전
자금 지원
「대구 소상공인 일상회복 드림 대출」 시행 대구지역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상품으로 업체당 1천만원 신
용보증서 담보 운전자금 지원
「중·저신용자 특례 보증대출」 시행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애로를 겪는 중·저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승인 업체에 최대 1억원 이내 분할상환방식의
운전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제도
신속한 여신의사 결정을 위한 「현장기동심사반」 운영 신용
조사 및 여신심사 신속 지원을 위한 영업점 요청 즉시 협의회
구성원 전원 현장방문 및 심사 지원
「 기업경영 컨설팅 센터」 운영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협력 컨설팅서비스(가업승계, IPO, M&A 등)
및 환경분양(Green Biz, 지속가능경영, 인벤토리 등) 컨설팅
제공
「기업금융 애로 상담센터」 운영 수출, 투자 등을 포함한 전반
적인 기업금융 애로 상담
053-74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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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 1년간, 전환 후 임금상승(추가지급분)의 최대
30~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중소·
중견기업에 한함), 출산육아기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지원

12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허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www.jobfunds.or.kr

1350

일자리 안정자금
 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외
및 방문취업동포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1577-0071
053-654-9700

기업 일자리 지원
고객상담센터 1350
www.ei.go.kr
고용창출장려금
•개요 : 취약계층, 전문인력 등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
함으로써 고용 창출
※ 고용촉진,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일자리 함께 하기, 국내복귀
기업 지원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등
•지원수준 : 1년~2년간, 지원금별 상이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
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
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도모
※ 정규직 전환,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

70

•개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은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 지원 가능)
※최
 저임금 준수, 월보수 23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고소득(사업소득금액 3억원 초과) 사업자, 임금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특수관계인, 체불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은 지원 제외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3만원
•신청시기 : ’22. 1. 1. ~ ’22. 6. 15.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접수
모두 가능
-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EDI,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병행
※ 두루누리사업 강화, 건강보험료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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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용허가제도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건설업, 인력
송출국(16개국)

13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 지원 중소기업 대상
신규인력 양성훈련 및 재직자 향상훈련 실시
지역·일학습지원부 053-580-2331

지역·일학습지원부 053-580-2332~9, 2340~2

블
 라인드 채용 확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지역·일학습지원부 053-580-2342

 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경우에 따라 숙식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
지원)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대상 : 대구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내용 : 지역 기업·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공동
훈련센터를 선정하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
기업훈련지원사업
•대상 : 직업훈련 참여기업
•지원내용 : 지역별 직업훈련 참여 독려를 위한 타켓기업
발굴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기업
컨설팅
 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사업(구. 찾아가는 직업훈련
산
사업)

직업능력개발부 053-580-2313, 2319~2320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자 중 선발요건 고려
하여 선발
•지원내용 : 위기 산업 종사자 대상 직무능력 향상 훈련,
타 기업으로의 이·전직을 위한 훈련과정 개설 추진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확산
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조당 30만원 지원 등), 인프라
구축(2,00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 자 중 선발요건 고려
하여 선발
•지원내용 : 지역의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산업계주도의 인재양성 사업 실시

직업능력개발부 053-580-2314

인력양성팀 053-222-3154∼6

중
 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인적자원 활용, HRD 우수사례, 맞춤형 교육
프로세스 수립 전략, 최신 HRD 트렌드 및 이슈 등 교육비
및 식비 지원
직업능력개발부 053-580-2314

K-Digital Training사업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대상 : 대구지역 기업체 및 지역 미취업자 등
•지 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 미활용 기술·제품 중,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화 및 마케팅 프로젝트 발굴·지원,
구인/구직 취업연계, 일자리 매칭 지원,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고용혁신추진팀 053-222-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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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확산 및 운영 지원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14 /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대구상공회의소)

15 / 대구경영자총협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

 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노사민정
대
대표가 참여하여 노사상생과 노사안정 및 협력증진,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노사안정 지원

•통역 및 번역서비스(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외)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3-654-9700
(달성군 다사읍 소재)
달성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053-611-8984
(달성군 논공읍 소재)

16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기업 일자리 지원
•청년의 장기근속에 대한 성과 보상금 지원 : 청년이 중소
기업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2년간 근속한 청년
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의 만기 공제금 지급
•지역 미취업 중장년층 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 : 지역
미취업 중장년(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을 채용할
경우 지원. 정규직 전환 및 고용유지 시 지원

전직스쿨(퇴직 예정 근로자 퇴직 교육) 변화관리를 통해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직기술 습득
생애경력설계서비스(www.work.go.kr/lifeplan) 만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업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 만 40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
직
1일 직업체험을 통해 퇴직 후 진로 설정에 도움되는 과정

•만 60세 이상자의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역
미취업 고령자(만 60세 이상)를 채용할 경우 지원. 고용
유지 시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맞
 춤형 인재 추천 서비스 맞춤형 인재 추천, 현장면접 지원

퇴직전문인력을 활용한 지역기업 컨설팅 지원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구사무소

•전문직 퇴직자를 통한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정규직 차별 진단 사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고용차별
비
요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개선 지원 제공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청
 년층 취업 지원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취업준비생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전사업장
사무국 053-572-3434

053-550-3000

 담 임금, 근로조건, 기타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비정규직
상
근로자의 차별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기타 구직자 및
재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관계법 등 무료 노무상담 실시
교
 육 고용차별 개선 인식 확산 및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교육(방문 또는 온라인,
집체교육 실시),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 등 기업체 인사
노무 교육 실시(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실시)
053-522-0196/(전국)1588-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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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노무교육 및 노무상담 지원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노사갈등 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 관련 법률적 지원
•직무중심형 인사ㆍ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ㆍ근로시간 관련
상담 지도
•노동시장 동향 및 노동법제 최신 정보 제공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 컴퓨터, 생활법률
교육 등

기업지원 포켓북
17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78

18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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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 창업카페 창업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문화
확산 공간
•위치 :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북구 침산동) 내 기숙사
F동 1층

17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LAB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C
법인기업의 성장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 및 우수기업에 한해 투자, 사무공간,
삼성전자 담임멘토링, 기업 맞춤형 코칭 및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C-LAB팀 053-759-8613

•지원사항 : 기술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기반팀 053-341-9693

 타벤처육성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 발굴,
스
맞춤형패키지 성장 지원
•혁신 성장지원(5개社) : 사업화(최대 7천만원) 및 우수기업
후속 지원
C-Lab팀 053-759-6384

•해외 마케팅, 특허(IP권리화, 특허맵), 기술거래 관련 상담
및 지원

대구TIPS프로그램 지역기반 TIPS 운영사가 추천한 기술
창업기업 지원

원스톱지원실 053-759-8134

•8개사 선정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으로
정부자금 확보 지원

C-Fab(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시제품 제작 및 메이커교육
제공

C-LAB팀 053-759-9653

•위치 : 대구 삼성 창조캠퍼스(북구 침산동) 내 메이커스
페이스동 1층
•보유장비 : 3D프린터, 레이저 커팅장비, CNC, 촬영 장비 등
•지원사항 : 목업 및 시제품 제작 멘토링, 메이커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창업기반팀 053-341-9694
http://cfab.kr

대
 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운영 스타트업 투자설명회 정기
개최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매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

 -Seed 청년스타트업 육성 유망 청년스타트업 기회 제공을
C
통한 저변 확대
•초기창업 교육 및 멘토링, 비즈니스모델 구현 시드머니
제공(20개사, 1천만원)
청년창업팀 053-759-9396

청년창업활성화(클러치 ‘Clutch’) 대학창업동아리 주도로
아이디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창업 지원
•매주 화요일 저녁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피칭&네트
워킹
청년창업팀 053-759-6386

 구크라우드펀딩 지원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의 제품
대
홍보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안착 지원

•포럼 내 워킹그룹(창업지원기관, 엔젤, 액셀러레이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투자유치 지원 및 멘토링과
컨설팅 제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런칭을 위한 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자금 지원

창업금융팀 053-756-7606

•전문가 및 우수기업 초청 세미나 및 멘토링/네트워킹 제공
스케일업육성팀 053-75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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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기업지원실 창업 애로사항 해결

DASH(대구창업허브) 운영 지역 창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대상 : 전기동력 모듈 부품 생산기업

전기동력모듈 부품기업평가 지원 기반 구축 사업(안)

창업정책팀 053-759-8142

•전기차 전기동력모듈 부품개발 지원

http://startup.daegu.go.kr

•지역 내 구동모듈 부품 산업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을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인력양성

 비창업패키지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예
체계적인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멘토링과
후속연계사업 지원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부품 실증기반조성사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30개社)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부품기업 및 미래차 전환을 계획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경영, 회계, 기술사업화 등 맞춤형 창업교육 및 사업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미래형자동차 구동전장 부품 및 시스템의 실증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 평가·분석 장비 구축 및 지원

예비창업팀 053-759-8132

•구동전장 부품 및 시스템의 실증 지원체계 구축과 장비
운영 및 실증 지원체계기반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투자 등의 사업화 지원(21개社,
최대 1억원 지원)
초기창업패키지팀 053-359-3626

미래자동차사업단 단장 이상훈 053-608-2041

대구성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대상 : 성서공단 제조업 재직자
•재직자/구직자 직무별 일자리 고도화체계 구축
•스마트제조 기술 확보 및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선순화 지원체계 구축

18 /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플랫폼 고도화사업
•대상 : 전기자동차 부품기업 및 미래차 전환을 계획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장비구축 진행 및 기업 지원
•전기자율차 관련 시험평가 장비의 연계 및 기업 지원시스
템의 일원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기반 구축 및 고도화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및 선진사
전기자율차 부품 성능 DB 제공

첨단공구산업단 노정석 팀장 053-608-2352

첨단 메카닉 고분자 디지털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 : 대구지역 고무/플라스틱/복합재 소재부품 관련
기업
•D -MIS(디지털 융합 기술혁신 플랫폼)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고품위 시험분석평가 장비 구축 및 지원
•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본부 신현정 책임 연구원 053-608-2126

미래자동차사업단 단장 이상훈 053-60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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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창업패키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초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미래자동차사업단 팀장 박철우 053-608-2034

의료·헬스케어 기업군의 성장유형·규모별 맞춤형 시제작 지원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 : 대구지역 디지털 의료 헬스케어 관련 기업

•대상 : 대구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기계 및 정밀기계
가공 관련 중소기업

•기술융합 제품화 촉진 시제품 지원
•시장 확충형 품질경쟁력 시제작 지원
연구개발본부 조지승 책임 연구원 053-608-2071

 속계 수송기기·기계부품의 신시장·신공정 전환확대
금
대응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 대구지역 첨단소재(금속 성형/가공/열표면처리 등
부품제조 관련 중소·중견기업)

•현장가공기술 디지털화 기술 지원
•정밀기계가공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정밀기계가공 제조공정 장비-로봇 표준공정모델 구성
및 보급 지원
시험평가본부 최현진 팀장 053-608-2031

2022년 대구 기계부품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

•신시장 전환확대 및 신공법 전환확대 맞춤형 기술닥터
지원

•대상 : 대구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기계 및 기계부품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본부 오상균 팀장 053-608-2161

•제조공정 현장진단, 제조공정 자동화 및 공정시스템
설계, 레이아웃 설계, 가공공정 스마트화/지그·픽스쳐
제작 지원

뿌리기업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생산성 향상/품질혁신을 위한 공정관리 및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고중량·고위험 공정 무인화 디지털 공정 설비로 전환
지원
•에너지 고소비 공정 디지털 관리를 통한 고효율화 전환
지원
연구개발본부 오상균 팀장 053-608-2161

•생산공정 자동화 및 애로공정 지원, 가공공정 및 가공
시뮬레이션 기법 지원
•기계부품 및 모듈 역(설계) 및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최적
화된 역학 분석, 제품의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
•모 듈장비의 내구/내환경시험 등 종합성능평가 지원,
고장 원인 분석 및 애로기술 지원
시험평가본부 최현진 팀장 053-608-2031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기업 지원)

 효율에너지시스템 소재·부품·장비 고도화를 위한 제품
고
고급화 지원

•대상 :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사업자

•대상 : 지역 소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연관 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사후관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소재·부품·장비의 제품 고급화 지원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기술고도화 지원

•제품 고급화 단계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
운영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 마케팅 강화 지원
연구개발본부 김진대 본부장 053-608-2030

에너지산업지원센터 053-60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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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계 수송기기·기계 소재부품의 신시장 전환확대 대응
시제품 제작 지원

•대상 : 대구지역 뿌리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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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기계부품가공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센터
구축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기업 지원사업

하이터치 기술기반 도어하드웨어산업 고부가가치화 육성사업

•대상 : 지역 소재 에너지산업 연관 기업

•대상 : 대구시 소재 도어하드웨어 관련 제조업체

•이차전지(전해질, 전고체) 소재(양·음극재, 전해질 등),
부품, 장비 시제품 제작 지원

•고품질·고기능·고생산성의 고부가 도어하드웨어 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부품(BMS 등)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융합을 통한 고부가 제품개발(제품 고급화), 고품질·
고기능·고생산성 제품개발(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인증,
기술지도

•미래에너지(수소 등) 핵심 모듈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장비 활용 성능시험, 인증 지원 및 전담 PM배정 직접
지원
에너지산업지원센터 053-608-2305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 시스템 구축사업
•기초 기반 제조산업 로봇화 Role-Model 구축 지원, Robotic
스마트화 제작 지원
•산화 부품·모듈·SW·솔루션 브랜드 제작 지원, 로봇
창업 지원
•로봇 활용 및 실무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원, 로봇 글로벌
마케팅 및 수출강화 지원
연구개발본부 김진대 본부장 053-608-2030

고기능 인체결합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 : 대구지역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제조 관련
중소·중견기업
•인체결합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 홈페이지, 전문가협의체(워킹그룹), 협력네트
워크 구성 및 운영
•의료기기의 설계/해석, 맞춤형 제조, 정밀가공, 시제품
제작, 신뢰성·시험인증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기반
운영을 위한 인체결합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장비 구축
•인체결합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설계, 시험·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생물학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전문
기술 지원

84

4차 산업 대응 하이퍼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고도화 사업
•대상 : 대구시 고분자 첨단소재부품 제조업체
•고분자 첨단소재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및 성능향상 지원
•애로기술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본부 장원석 팀장 053-608-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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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품질역량강화사업 SW품질 향상 테스팅, 컨설팅, 인력
양성, SW품질 지원 가상화 서비스(www.swcc.re.kr), 인증
연계 서비스 지원, SW개발 산출물에 대한 기능테스트 시험
성적서 발급
SW품질센터 053-655-6497

 기기업 SW상용화 지원사업 SW융합 초기기업 SW제품
초
고도화 및 상용화 지원, 기업 역량 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SW융합클러스터팀 053-655-0613

 구성서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스마트제조
대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업 맞춤형
교육 운영
SW품질센터 053-655-5652

•의료기기 제품화 전주기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빅데이터활용센터 운영 빅데이터 분석 지원, 데이터 연계망
구축, 빅데이터 세미나 및 포럼, 빅데이터 워킹그룹 운영 등

연구개발본부 조지승 책임 연구원 053-608-2071

빅데이터활용센터 053-655-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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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구지역 로봇 및 자동화 관련 기업

시험평가본부 장원석 팀장 053-608-2124

지
 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ICT기업 교육수요 조사
및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술세미나 지원 등
DIP아카데미센터 053-655-5610

 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 지원 사업 지역 거주자인
지
개발자 및 마케터를 전문인력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소재 ICT/SW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인력 신규 고용 시 채용장려금 지원
DIP아카데미센터 053-655-698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빅데이터 전략 분석가, DB
빅
수집/활용 전문가, 데이터 융합 전문가 집중 양성
빅데이터활용센터 053-655-1090

문화콘텐츠팀 053-215-8629

 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사업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대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분야 컨설팅 지원, 산업
활성화 지원, 입주 지원 등
융합콘텐츠팀 053-215-4912

 신성장 주도 SW융합 강소기업 육성사업 대구 신성장산업
혁
(물, 의료, 미래차,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및 주력산업
(에너지, 헬스케어, 기계부품) 분야에 SW융합 기술 및 비즈
니스 계획에 대한 지역 주력산업 수요처(기관, 기업) 발굴
및 매칭, 융합 비즈니스 구체화 지원
SW융합클러스터팀 053-655-7051

SW융합클러스터팀 053-655-7051

 W제품 해외 실증지원사업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맞는 해외
S
파트너(정부·공공기관, 발주처 등)와 협력하여 현지 시범
사업(파일럿 프로젝트) 및 실증사업 지원

 구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사업 게임기업 발굴·육성, 전략적
대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SW융합클러스터팀 053-655-7051

게임산업팀 053-215-4921

 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회 공동관
문
조성 및 운영,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마케팅 머트
리얼 제작 지원

 업 현장 중심형 산학 협력 SW프로젝트 지역SW기업 집적
기
지 내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과 단기, 중기 인턴쉽 제공, 향후
채용연계까지 진행되는 기업맞춤형 SW인재양성(산학관
SW연합 캠퍼스)
SW융합클러스터팀 053-655-0613

문화콘텐츠팀 053-215-4903

 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다채몰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제품
온
온라인마케팅 지원
디지털혁신팀 053-655-5614

 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
공
디어 발굴 및 육성, BM모델 개발 및 구현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빅데이터활용센터 053-263-5509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운영사업 시민 참여형 저변 확산 프로
그램을 통한 아이디어 기반 콘텐츠 창작·창업 활성화 도모
문화콘텐츠팀 053-2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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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발굴 및 연계사업 탄소중립 및 특구 특화분야 등 전략
기
산업 분야의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를 발굴하고,
BM 수립 지원, 기술매칭·설립 컨설팅 등을 통해 기술이전·
출자(연구소기업 설립) 촉진
기술사업화팀 053-592-8358

 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기업·공공연구
기
기관 등 컨소시엄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
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기술사업화팀 053-592-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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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기업성장 지원사업 국내외 전시·상담회 지원, SW산학
S
협력 프로젝트 지원, SW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기업 네트워킹 지원 등

 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인프라 지원, 게임·웹
대
콘텐츠 장르 중심 콘텐츠 제작 지원, 시장 진출 위한 사업화
지원 등

 구소기업 역량강화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기업·공공연구
연
기관 등 컨소시엄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
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 과제 지원
기술사업화팀 053-592-8355
구분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지원규모/기간
2.5억원 이내 /
1년 또는 2년

K-선도 연구소기업 R&BD

5억원 이내 / 2년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1억원 이내 / 1년

•신약개발 공동연구 지원 : 신약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합성신약 개발 공동연구(협의에 따름)
053-790-5241

•연구 분야 : 분자설계, 구조분석, 의약합성, 안전성 평가,
안정성 평가, 유효성 평가 등 합성신약 개발 전분야

비고

 약개발지원센터 기술서비스 신약 분야 전주기 기반기술
신
서비스 지원

지원규모, 지원금액,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약물동태,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구조분석 기술
서비스
053-790-5249

기술사업화팀 053-592-8358

기술사업화팀 053-592-8354

 셀러레이팅 지원사업 대구 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스타
액
트업을 발굴하고, 집중보육·멘토링·투자유치행사 등을
통해 투자 및 후속 지원 연계 강화
기술사업화팀 053-592-8358

 구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사업 현황조사, 기업진단 및
연
멘토링 등을 통해 연구소 기업 및 공공기술이전 기업 등의
애로해결 및 맞춤형 성장 지원

 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기업지원시스템 의료기기개발
첨
One-Stop Total Solution 지원
•IT기반 첨단의료기기 공동연구개발 : 초음파 의료기기,
융복합 의료영상기기, 스마트 재활·보조 의료기기, 정밀·
맞춤 진단의료기기, 로봇의료기기, 인체유래 의료신소재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지원 : 설계 및 디자인 지원, PCB
및 SMT 지원, 3D 프린팅, CNC 정밀가공
•전자의료기기 평가 지원 : 전기ㆍ기계적 안전성 평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 신뢰성 시험, 식약처 및 KOLAS 공인 시험·
검사
•의료기기 생체적합성 평가 지원 :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GLP), 물리ㆍ화학적 성능시험, 이화학분석시험, 기기분석
시험, 식약처 공인시험·검사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지원

기술사업화팀 053-592-8355

053-790-5555

HuStar 의료산업혁신아카데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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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국내 신약개발의 대표적 공백
신
단계인 후보물질 최적화 분야 포괄적 지원사업
•기반기술구축사업 최적화기술 지원과제 : 과제당 연간
2.5억원 이내(최대 2년)

•의 료산업 핵심분야(의료기기, 제약) 중심의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기업인턴 연계를 통해
혁신인재 육성 지원
•참여기업에 연구개발·고용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참여
인센티브 및 혁신인재 인턴 비용, 재직자 교육 등 지원
053-790-5636, 5621

053-79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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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커텍트 지원사업 대구특구 테크노폴리스 중심의 신사업
테
진출, 산·학·연·민 네트워크 활성화, 과학기술문화 확산,
연구실 창업 지원

실험동물센터 기업지원시스템
•신약후보물질 유효성 및 예비안전성 평가
※ 종양, 중추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대사성 질환
중심의 동물모델 및 평가 지원

•의료기기 시제품 성능 및 예비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정형용품, 치과용품·재료, 혈관접속용 기기, 생분해성 기기,
융복합 기기 등 평가 지원
053-790-5736

의약생산센터 기업지원사업(OASIS사업)

 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지원사업 첨복단지
첨
입주기업과 첨복재단과의 공동연구개발, 과제당 연간
3억원 이내(최대 2년)
053-790-5065

메디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 경영PM/기술PM 복수 지원,
원스톱 기업 지원(전략 수립, 기술 개발, 제품 상용화,
마케팅 및 수출 지원 등),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첨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과제당 최대 연간 2억원 이내
(2년간 지원)
053-790-5065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지원 서비스 : 의약품 생산 인프라가
부족한 연구기관 및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
(공정, 제형) 및 생산 지원

•분석법 개발 및 분석 지원 서비스 :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분석법 개발, 분석 서비스 제공
※지
 원항목 : 분석법 개발 및 시험, Validation, 안정성 시험 등

•GMP 컨설팅 : GMP 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의약품 개발
및 생산 관련 컨설팅 지원
•GMP 기술 지원 : 신규 GMP 시설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적격성 평가까지의 업무 지원
•인허가 지원 : 의약품 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문서의 작성 및 업무진행 지원
※지
 원범위 : 임상시험 승인신청, 신약 허가신청, CTD 작성 등
053-790-5829

053-790-5065

 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사업 대구 지역 내 의료
대
분야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만 45세 미만
예비창업자(의료, 공학, 이학 분야 전공자 제한/의사, 대학
(원)생 등) R&D 및 사업화 자금(과제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첨복단지 인프라 연계 및 컨설팅 지원
053-790-5024

 료기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의료산업 동향 등을 원
의
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DB 시스템. 대구 의료기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한 플랫폼 제공(대구메디온, medion.re.kr)
053-790-5064

제약 전문인력 양성사업
•약학대학 제약산업 실무실습(필수이수과목) 교육 수행
※ 약학대학, 제약공학과 실무실습 교육기관 지정

•제약산업 관련학과 실무실습 수행
※ 약학대학, 제약공학과 실무실습 지정기관 지정

•약학대학 심화실습, 제약산업 관련 학과 현장실습(인턴십)
수행

 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재단 보유 연구장비(ZEUS 시스템
연
등록 장비) 중 공동활용 가능 장비에 대한 중소기업 공동
활용 지원
※신
 약개발, 의료기기개발, 동물실험, 의약생산 관련 공동활용
장비 활용가능
053-790-5074

053-79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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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가능 품목 : 원료의약품, 고형제(정제, 캡슐제), 주사제
(세포독성항암제)

 소기업공동연구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R&D 및 사업화
중
지원(디자인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지원,
인허가 및 기술 개발 컨설팅, 마케팅 지원), 첨복단지 한국
메디벤처센터 입주기업 대상, 과제당 최대 5천만원 이내
(1년 이내)

22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23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기술·특허 지원

대
 구국제섬유박람회(PID) 개최
•대한민국 대표 비즈니스 국제섬유전시회 개최(원사, 직물,
친환경, 산업용 섬유 등)
•온-오프라인 융합 하이브리드 전시회 개최로 국내외 섬유
마케팅 지원

 -패밀리기업 기술 지원 ETRI와 협력관계가 두터운 기업을
E
선정하여 ICT강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부서별로
기업을 밀착하여 집중 지원(지원기간 : 2년)
ETRI 기업육성지원실 042-860-5613, 042-860-1049

053-980-2023

특허컨설팅 ETRI 자문변리사의 특허컨설팅을 무상 제공
섬유산업국내판로개척사업(DMC)

ETRI 지식재산관리실 042-860-3975

•대구와 서울에 쇼룸 및 센터 운영 지원
DMC서울센터 02-2279-3404 / 053-980-2041

기
 술예고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기술
개요, 우수성, 시장성 등)를 개발 완료 이전에 중소기업
에게 제공함으로써,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연 1회
(하반기) 기술예고제 발간)
ETRI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808, 042-860-4946

심천인터텍스타일국제섬유전 참가 지원
•중국 심천지역에 대구 섬유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섬유 수출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지원
053-980-2024

 술금융 연계 지원 ETRI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화
기
자금 연계 지원(기술보증기금 I P인수보증 지원 연계 및
한국산업은행 대출·투자 지원 연계)
ETRI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881

해외 맞춤형 방문수주회 참가 지원
•해외 방문수주회를 통해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바이어 발굴
•해외 수출 활성화 및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 지원
053-980-2023

섬
 유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업화유망기술 설명회 ICT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
ETRI가 보유한 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사업화 상담을
지원(ETRI 기술 활용·기술이전 등 사업화 협력 희망 기업
대상, 연 6회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등 주요 도시 개최)
ETRI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946

•지역섬유패션산업의 기반 및 수출경쟁력 강화
•인력 육성, FTA 활용 등의 정책제안
•글로벌섬유포럼(TEXFO) 및 지역섬유패션인 신년교례회
개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및 산업 홍보
053-98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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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지원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 ICT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요기반 맞춤형 R&D 서비스 지원(과기정통부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ETRI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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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공급사(직물)와
동대문, 브랜드, 컨버터 등 국내 수요사와의 판로개척 및
거래알선 지원 및 시장정보 지원

연구시설·장비 지원

기술이전/특허 라이센싱

 구장비 공동활용 센터 ETRI가 보유 중인 연구장비,
연
시설 및 테스트베드 등을 중소·중견기업이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기술사업화 플랫폼 홈페이지에 등록된
2,000여 종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유·무상 지원)

 술이전·사업화 상담 ETRI 보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
기술 소개, 기술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상담
지원(사업화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기술 매칭, 기술이전
상담, 기술이전 계약 지원 등)

ETRI 연구인프라협력실 042-860-6889, 5944

ETRI 연구성과확산실 042-860-4946

 합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3D프린팅) ICT융합기술 시제품
융
제작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3D 모델링
교육, IoT접목 시제품 제작 등)

 허 실시 보유특허의 라이센싱(유상계약)을 통해 중소
특
기업이 특허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ETRI 특허권에
대한 실시 허락을 받고자 하는 모든 기업 대상)
ETRI 지식재산활용실 042-860-3805

ETRI 융합기술상용화실 042-860-6531

ETRI 융합기술상용화실 042-860-4911

창업·연구소기업 설립·성장 지원
 구소기업 설립 및 성장 지원 ETRI 보유기술을 활용한
연
연구소기업 설립, 투자 및 다양한 성장 지원서비스 제공
(에트리홀딩스㈜ (ETRI 100% 출자회사)를 통한 맞춤형 성장
지원 등)
ETRI 기술창업실 042-860-5076, 5391, 5658
에트리홀딩스 042-860-0687

연구인력 지원
 구인력 현장 지원(1년 이상) ETRI의 연구인력을 ICT
연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파견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R&D)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애로사항 해결 지원(1년
단위 파견(최대 3년), 동일기업에 최대 2명, 파견연구인력
연봉의 30%(1년차), 40%(2~3년차) 차등 기업부담 등)
기업육성지원실 042-860-5343, 1049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 지원(1~3년) 공공연구
기관 고급 연구인력을 기업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부족 해결 지원(기업별 6개월~3년 이내 탄력적 파견,
기업파견 시 공공연 기준 연봉의 50%는 정부 지원, 50%는
기업 부담 등)
ETRI 기업육성지원실 042-860-1587, 5613

24 / DYETEC연구원
시험분석 지원
•국제공인시험기관(ILAC-KOLAS) 운영, 섬유실험 분야
(섬유일반시험, 섬유기능성시험, 섬유견뢰도시험, 염색
가공시험, 조제시험 등 서비스 지원)
053-350-3759

•섬유 분야(SEM, EDS, GC/MS, LC/MS, ICP, FT-IR,
TLC, 입도 등 18종 서비스 지원)
053-350-3991

•환경 분야(수질분석, 특정수질유해물질분석 등 72종
서비스 지원)
053-350-397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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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기술 시험 지원 융합기술 상용 시제품과 서비스를
융
대상으로 기능 및 성능 시험, 품질 측정, 예비 검·인증
BMT 서비스를 제공

25 /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시제품 생산 지원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각종 Pilot Test, 소량
단납기 위주의 염색가공 시제품 제작 지원
B/T 관련 053-350-3950
염색 관련 053-350-3952
가공 관련 053-350-3969

•D TP(Digital Textile Printing) 생산 지원
053-350-3911

•신뢰성 향상 및 소재개발 지원
053-350-3745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053-350-7844, 7853~4

대
 구국제안경전사업 제20회 대구국제안경전 개최, 부대
행사 및 특별관 운영, 온라인 전시회, K-아이웨어 디자인
어워즈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DIOPS사무국)
053-350-7858, 7841

•기업 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기업 플러스 서비스 제도, 해당전문가 방문 및 상담
체제 운영을 통한 애로사안 One-Stop해결시스템 구축,
비R&D사업화사업 지원, 스타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신규 우량기업 발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053-350-3982

연구개발 지원
•의류용/ 패션용/생활용 섬유(코스메틱, 헬스케어, 친환경,
고감성, 고기능성, 침장, 스포츠, 신발 등) 연구개발
053-350-3920

•산업용섬유(보호용, 수송용, IT전자, 해양용, 레저스포츠,
건축토목 등) 연구개발
053-350-3850

•환경(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에너지, 환경소재,
응용기술 등) 연구개발
053-350-3930

 역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유럽 3개국 수출
지
상담회 운영, 바이어 매칭 및 상담회 공간 조성, 해외 시장
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DIOPS사무국)
053-350-7858, 7841

 고지원단체참가전시회사업 홍콩 국제 안경전(HKOF)
국
단체관 파견, 현지 상담장 조성, 바이어 초청 및 사전홍보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팀(DIOPS사무국)
053-350-7858, 7841

 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 (교육사업) 소공인 특화
소
교육, (자율사업) 우리동네 소공인 입점지원, 백년소공인
모집 및 선정지원, 시제품개발 지원, 지재권 출원 지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물류 지원, 소공인 컨설팅 등
한국 안광학산업진흥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53-350-7860

 자상거래 지원사업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 B2B시스템
전
운영 지원, 입점업체 제품 이미지 촬영, 편집, 등록 지원 등

인력양성 지원
•인력양성 및 재직자 직무능력 개발 지원
053-350-3981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보사업팀 053-350-7855,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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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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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 글로벌 리딩/유망 브랜드
한
마케팅 지원, 해외 유통거점 구축 및 입점 지원, 온오프라인
브랜드 상담회, 쇼룸 및 팝업 운영, 국내·외 전시회(수주회)
참가, 안경산업 통합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등

 광학 제품 신뢰성 기반활용 기업지원 사업 안광학 제품의
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분석 및 KOLAS 성적서 발급,
국내외 바이어 맞춤형 시험항목 멘토링 지원, 제품규격
인증 지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연구사업팀 053-351-8673

 광학혁신선장 청년일자리사업 안광학산업 정규직 일자리
안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주도
지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보사업팀 053-350-7855, 7857

3 D융합안경테제조기반구축사업 3D 프린팅 기술 활용과
형상적응형 냉각채널을 적용한 안경테 금형 제작 지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수출 상시지원체계 구축 통한
글로벌 안경 강소기업 후보군 발굴, 육성 및 대구지역 대표
안경 스타기업 후보군 구성, 성장 지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사업팀 053-350-7844, 7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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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기업 지원사업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패
기업을 KISTI 패밀리기업으로 선정하여, 개별 기업의
현안에 따라 기술/특허/시장분석, R&D 과제기획 지원,
기술사업화 분석 지원, AI 실용화 기술 지원
053-601-5205

중
 소기업 기술정보 지원 연구개발 주제 관련 맞춤형 기술·
특허 정보를 조사·제공하여 기술동향 파악, 신제품 개발,
애로기술 해결 등 활용 지원
053-601-5205

슈퍼컴퓨팅 M&S(Modeling & Simulation) 기술 지원
슈퍼컴퓨터와 공학해석 S/W를 이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여 구조
해석, 유동해석 등 컨설팅 지원
053-601-5205
98

 구개발사업 바이오 진단기계,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및
연
의료 로봇 분야의 연구와 기술이전사업을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R&D 과제를 통하여 지원 수행
053-670-9056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애로기술에 대해 연구원의 인력, 기술,
장비, 재원을 활용해 문제 해결
053-670-9056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396

 IMM 기계기술교류회 지원사업 기계산업 관련 기업과의
K
네트워킹, 기술세미나, 워크숍,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공동연구, 기술지도 교육, 동향분석
053-670-9056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396

 술 이전 프로그램 기계연구원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기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거나 공정 개선
활동, 기술료(Royalty) 업체 부담
053-670-9056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921

 유특허 무상/저가 양도 프로그램 기계연구원 보유 특허
보
중 해당 특허를 보유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연
1~5회 비정기 공고, 양수양도비용 및 기술지원비 업체 부담
053-670-9056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052

시험검사 지원사업 경유차 후처리장치 성능, 시스템 내성,
광학, 열성능, 원전용 기기 내 환경, 진동·충격(KOLAS
시험), 회전기계 초고속 밸런싱, 공기청정장치 성능 및 환경
오염(KOLAS시험), 노즐분무 성능, 음향/소음(KOLAS시험),
폐기물소각시설 성능, 피로강도시험, 신뢰성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고 성적서 발급
053-670-9056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842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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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첨단기술지원팀 053-356-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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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대표 홈페이지 https://use.kbsi.re.kr
 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분석 지원 및 분석장비 교육
중
시스템 운영
•국가연구장비 활용 고도화를 위한 연구장비 도입·설치
및 운영 컨설팅
•문제해결형 중소기업 맞춤형 애로기술 상담 및 기술
지도(파트너기업)
•수요맞춤형 장비운영 및 실무교육, 분석기술 전수 및
단기 연수

 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수요 중심의 로봇 활용 실증을
서
통해 시장창출 한계를 극복하는 유망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지원
•물류, 웨어러블, 의료(수술, 재활), 기타(협동로봇, 언택트)
053-210-9662, 9663, 9665, 9667, 9668

로
 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자체와 로봇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지방비 매칭 필수

 방형실험실 제공 및 이용 ICT기반 24시간 고객 자율분석
개
환경을 갖추어 분석 샘플의 전처리작업 및 시험분석을 외부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체험 및 제조하는 실험도구 제공
및 기술지도/상담

로
 봇부품 실증사업 국산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및 실
수요처 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국산
로봇 핵심부품의 조기상용화 도모

042-865-3988(대전)
053-717-4303, 4307(대구)

중소·중견기업 긴급분석지원제(주간/야간) 산업체의 기술
개발 및 제품생산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시험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우선적인 분석 지원 및 시험결과 통보
053-717-4305(대구)

중소·중견기업 우수회원제 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한 우수 연구성과 및 기술개발 성과를 검증하여 차년도
장비이용료(시험분석료) 할인 적용
042-865-3518(대전)
053-717-4321(대구)

중소·중견기업 연구장비 유지보수 지원
•고장장비 진단 및 수리·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대전/
오창 / 7개 지역센터)
•연구장비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상담과 지도,
보유장비 공동활용 지원
042-865-3969(대전)
https://mc.kbsi.re.kr

053-210-9663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공급기업)과 국내·외
로봇 제조기업(로봇부품 수요기업), 로봇 수요처(로봇 수요
기업)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053-210-9662

 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실증·보급 사업 비대면 서비스
수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해 수요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안 기반 로봇 활용 모델 실증 및 보급
053-210-9664, 9668

 봇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R-BIZ챌린지) 로봇 관련
로
부품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아이디어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마케팅
전략 발굴 지원
053-210-9667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 규제 개선 및 규제 샌드박스 지원
로봇 기업의 규제 애로 발굴 및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18.9월)으로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을 위한 지원
053-210-9664, 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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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3639, 042-865-3518(대전)
053-717-4305(대구)

https://openlab.kbs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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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로봇 도입이 용이하고 도입
제
효과가 높은 공정을 중심으로 旣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시장정착 지원을 통한 제조로봇 도입 효과성 증대
•표준공정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선도보급 실증, 사용자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지원업종별 전문硏 공고)
053-210-9657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3대 제조업(뿌리·섬유·식음료) 외
제조로봇 수요업종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 개발·실증을
통한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시장 확대

053-210-9658

 봇직업교육 센터구축(구미) 제조기업 경쟁력 확보 및
로
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로봇 오퍼레이터·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양성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기업, SI기업 등 대상 로봇 실습교육
제공
053-210-9656
https://rotic.kiro.re.kr

로봇창의교육사업 사회적 배려계층 및 농어촌 초·중학교
대상 교육용 로봇 활용 창의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053-210-9673

금융ㆍ투자기반 조성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 금융 지원 : 로봇산업 영위 중소
기업 및 우수 로봇 도입 활용·기업 발굴 및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활성화, 기업성장 및 로봇 활용 확산
지원, 진흥원 추천기업에 대하여 보증료율 및 보증비율
우대, 대출금리 차감
•신한은행 금융 지원 : 우수기술 보유 로봇산업 영위기업 및
로봇 도입·활용기업 발굴 및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업성장 및 로봇 보급·확산 지원, 진흥원 추천
기업에 대하여 신한은행에서 대출취급 시 로봇산업 우대
상품 기존 대비 최대 1.5%p 금리 우대
053-210-9672

 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로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제조업 현장에 로봇도입 지원

유
 망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 우수로봇 연구개발 성과물의
제품화 지원으로 旣개발·휴면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경쟁력 있는 창업자와 로봇기업 육성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053-210-9674

 봇품질확보 지원사업 국내 로봇 제품의 국제 경쟁력
로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

 봇산업글로벌화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로
위하여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맞춤형 수출지원
등을 통해 협소한 국내 로봇시장을 탈피하고 폭넓은
해외수출 기회 및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053-210-9671, 9674,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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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210-9672

053-210-9552

•KS인증 : 지능형 로봇 분야의 KS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KS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로봇기업에 대하여 인증제품에 KS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KOLAS 시험평가 :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로봇제품의
성능·신뢰성·전자기적합성(EMC) 평가장비 운영을 통한
성능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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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개발 표준공정모델의 개량을 통해 특화업종에 최적화
된 공정 개발 후, 대상 수요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컨설팅,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선도보급 실증, 사용자 교육
등 패키지 지원

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 앵커기업 로봇에 적용 가능한
모터, 그리퍼, 센서 등을 보유한 국내 중견·중소기업과
로봇을 활용할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하여
서비스로봇 분야 앵커기업 중심의 로봇 협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적합성 평가（KC) :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 평가 지정
기관으로 강제 인증인 KC 인증 지원(EMC분야)
•신 뢰성기반활용 지원사업 :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로봇산업
진흥원의 인프라(연구시설ㆍ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
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ㆍ부품개발 지원
•로봇 제품화 기술지원 및 장비 공동활용 : 보유 장비(디자인
·설계·해석 소프트웨어, 시제품 제작·가공 장비 등)를
활용한 기술 지원 및 장비공동활용으로 로봇기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 지원
053-210-9613

053-210-9515

AI·5G기반 대규모로봇 융합모델 실증 : 산업단지, 물류센터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다수·다종의 로봇·서비스 융합
솔루션 실증 추진 지원
053-210-9665

 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서비스로봇 제작 공동
서
장비 구축, 서비스로봇 범용 사용 장치 제작 및 상용화 지원
및 실증 추진 지원
053-210-9541

산업정보교육팀 053-560-6682

연구개발·시제품 제조
•의류/생활용 섬유소재 연구개발(고감성·고기능섬유, ICT·BT
등 스마트융합섬유)
친환경섬유팀 053-560-6787
- 시제품 개발상담 및 시제품 제조 지원
053-560-6784

•산업용섬유소재 연구개발(산자융합소재 및 제품, 환경섬유,
슈퍼섬유)
산업융합소재팀 053-560-6531
- 시제품 개발상담 및 시제품 제조 지원
053-560-6511

 험분석 국제공인시험기관운영(KOLAS), 섬유제품의
시
결점원인분석 및 물성분석 시험, 내수 및 수출제품의
품질검증 시험, 산업용 섬유 및 융합소재 품질검증 시험
시험분석평가센터 053-560-6641

 력양성 예비인력(졸업예정자, 미취업자 등)의 기업맞춤형
인
교육,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산업정보교육팀 053-560-6670

30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업지원 Total Service 기업방문애로기술지원, 기업발굴
·육성, 연구원 내·외부 기업협력업무 Link, 국내외 전시회
기업공동참가
산연협력팀 053-560-6530

중소기업 지원 산연 협력센터 중소기업 맞춤형 협력 지원,
중소기업 R&D 및 비R&D 연계, 산학연 네트워크 업무
산연협력팀 053-560-6530

31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연구개발 및 장비활용, 기업 지원
•첨단부품장비연구 : 첨단 산업용 직조지 핵심요소 기술,
복합재 제조장비 기술, 부품 장비 경량화 기술, 설계/해석
/재료시험 및 내구 성능평가
053-81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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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조사 및 정책개발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기업 지원을
통
위한 정책 발굴·연구와 이를 위한 기초자료인 통계조사를
통해 정부의 로봇정책 수립 종합 지원

 유정보 포털사이트(www.textopia.or.kr) 국내외 섬유
섬
관련 최신 정보, 섬유산업동향정보 조사분석, 해외 각종
섬유관련 간행물과 단행본 열람

•에너지시스템연구 : 섬유기계분야, 에너지/환경/스마트,
이차전지 제조설비 분야, 시스템분석 및 성능평가
053-819-3139

•기계로봇연구 : 섬유기계분야, 제조장비 자동화 분야, 로봇
산업분야, 시스템분석 및 성능평가

•항공부품 환경시험평가 공용실험실(영천)
054-339-0640

•전자파(EMC) 공용실험실(영천)
054-339-0641

•고령주조기술지원 공용실험실(고령)

053-819-3143

•스마트제조연구 : 스마트제조 플랫폼 연구개발, AI기반
최적흡음 설계 플랫폼 개발, 신소재 및 신공법 적용 내·
외장재 부품개발, 장비 및 부품의 음향진동 측정 및 분석
053-819-3145

053-819-3173

•바이오융합연구 : 섬유 나노화 기술, 친환경 경량복합
소재화 기술, 3D프린팅 분야, 기타섬유분야
053-819-3168

기술지원사업 제품고급화,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인증 지원
053-819-3112

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 지원, 전시회 지원, 네트워킹 지원
053-819-3175

인력양성

053-819-3110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

053-819-3110

053-580-0196

•시스템설계기술지원 공용실험실(경산)
053-580-0352

•건설기계부품평가지원 공용실험실(경산)
053-580-0352

파트너기업 운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 및 기술지원 수혜를 받은 기업
대상, R&D기반 기술지원, 우수인력 파견, 44개 유사기술
커뮤니티를 통한 신시장 발굴, 현장 출장 기술 자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20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본부 053-580-0126

 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사업 대기업, 연구기관 출신의
공
고급 기술 인력을 중소기업에 장기 파견하여 현장 R&D
인력으로 활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03

파트너기업 기술현안대응사업 생기원 파트너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접수를 받아 우리원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하여 기술적 문제 해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315

3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
개방형 실험실 장비 활용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80-998-8114

 리산업경쟁력강화 기술지원사업 대구지역 중·소 뿌리
뿌
기업의 애로기술에 관한 진단ㆍ분석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R&BD)으로 애로기술 지원,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지속적
인 성장기반 마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53-580-0144

•바이오메디칼기술센터 공용실험실(영천)
054-33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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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융합연구 : 기능성 탄소재료, 섬유기계분야, 섬유
및 고분자 복합재료 성형 장비 및 평가, 복합재료 제조
설계 해석 및 성능평가

054-954-0194

•성형기술/첨단장비지원 공용실험실(대구)

 리기술 장인 노하우 디지털 전승사업 글로벌 가치사슬
뿌
진입 및 기술의 안정적 승계를 위해 뿌리기업 제조현장을
디지털화하고, 테이터를 기반으로 한 뿌리기술 표준화와
제조공정기술의 스마트화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53-580-0195

 자이너 성장기반 인프라 지원 : 디자이너 창작 공간,
디
의류 시제품 제작 지원
053-721-7421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 지원
토탈패션전시회(대구패션페어) 및 해외패션전시회 참가 지원

33 / 한국한의약진흥원

직물과 패션의 만남전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및 위약의 생산·공급

053-721-7427

의류봉제생산기술 지원

한약제제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위탁 생산

식약처 수입한약제 공인 검사기관
한약재 및 한약재재 시험검사
053-810-0365

지역 의류봉제 소공인 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지역영세업체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
053-721-7444

기업연구개발 지원

원외탕전실 및 한약(탕약) 안전관리 사업

 업부 및 중기부 외 지원 과제를 통한 기업신기술 개발
산
지원 및 기술상용화 지원

탕약 품질 모니터링

세미나와 포럼 개최를 통한 신기술 소개 및 네트워킹 지원

조제탕약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053-721-7472
053-810-0365

34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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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구경북본부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지원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 신진디자이너 맞춤형 육성
차
사업, 패션창업 공모전, 라이브커머스 운영 지원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고도화 및 산업육성을
위한 대구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기업 대상의 R&D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망 패션디자이너 지원 : 시장대응제품개발, 성화성
유
K-Fashion 디자이너 대구관 운영 지원

•연간 4~5개 사업을 선정(2022년 10개 사업 예정) 및 컨소
시엄당 3억~4억/년 R&D 상용화 연구 개발 사업비 지원

 SG경영 글로벌패션기업육성 지원 : ESG 도입을 위한
E
맞춤형 지원, ESG경영 인증 지원, ESG경영 관련 교육프
로그램 운영

•2022년 상반기 중, 사업공고 예정이며 상용화 기술개발
품목에 따라 1년~2년 개발사업으로 지원 예정
053-719-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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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10-0359

전기자율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사업

그린에너지연구시설 운영

•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소재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기업기술지원 추진사업

•V2G 양방향 전기차 충전스테이션, 수소전기차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등

•선진차량 Tear-down 네트워크 행사를 통한 선진차량
벤치마킹 및 각 요소 핵심부품 성능평가 데이터 공유사업
추진(행사일시는 추후 공고예정)
053-719-7828

전력기반차 전기구동시스템 부품산업 육성
•전력기반차 전기구동시스템 핵심부품 개발 지원과 생태계
조성 유도를 위한 기업 지원, 인력양성 및 기업 소통협력
체계 운영

053-719-7851

미래차(자율주행, 친환경) 평가
•미래차 관련 기술개발 지원
•미래차 평가기술 개발
•미래차 관련 법·규제 검토 및 표준화 지원
053-670-0954

시험평가 분석
•ADAS, 부분자율주행 실차 시험평가 지원

Ⅳ_ R&D 지원

•사업수행 기관으로는 한국자동차연구원대경본부, 계명
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이 참여

053-670-7824

•주행 안정성 및 R&H 실차 시험평가 지원
•차량 내구 및 섀시 내구 평가 지원
•기타 시험컨설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및 장비 활용 기업 지원
•차량안전연구센터

053-719-7831

•차량전동화연구센터

053-719-7851

•튜닝부품연구센터

053-719-7822

053-670-7854

•NVH 실차 시험평가 지원
•복합환경 진동 시험 지원
•연비·배출가스 성능측정 및 평가분석 지원
•전기차 주행성능 및 내구시험 지원
•환경부 인증 시험평가(소음, 배출가스, 1회 충전거리)
053-670-7844

36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주행시험장 운영(자율주행 평가 특화 주행시험장)

미래자동차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
•튜닝카 레이싱 대회 개최
- 모터스포츠를 통한 튜닝 수요 창출과 튜닝 산업 활성화

•시험대상 : 자동차 구동부품, 전장부품, 교통시설물, 타이어,
소형모빌리티 등
•시 험로 : 고속주회로, 범용로, 자율주행시험로, 등판로,
비포장로 등 31종

053-670-7825

•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 개최
-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R&D 성과확산
053-670-7946

첨단도로교통시스템 운영
•테크노폴리스로(테크노폴리스 ↔ 수목원) 자율주행 실증
도로(C-ITS)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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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DIFA) 개최
-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럼 및 전시회
053-670-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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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업지원
•미래차전환 지원

053-670-7949

L IFE-CARE 특화 ICT 디바이스·제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
사용 지원 및 중소기업 활용 기술개발 지원

053-670-7949

•전자부 설계·제품개발 지원 및 전자·디바이스 관련 기술
지도·자문

•자동차 부품 기업 맞춤형 비R&D 지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 사업
053-670-7871

•대구 미래형자동차산업 혁신아카데미 사업

•제품 기구 설계 및 특화디바이스 개발 지원
•전자부 시험·분석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오픈랩 공동 운영 및 기술 지원
053-219-0775

053-671-0188

•해외자동차부품인증 지원사업

053-670-7825

37 /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3D프린팅 제작 지원(국내 최대 3D프린팅 장비인프라 보유)
•금속3D프린팅 : 타이타늄, 스테인레스 계열, 크롬코발트
등 소재 보유
•비금속3D프린팅 : SLA, SLS, FDM, DLP, CJP(컬러), MJP
등 다양한 적층 방식과 소재(ABS-like, Nylon 계열 등)를
활용한 제작 지원 가능
정밀 가공 지원

전문 개발 서비스(소프트웨어, 3D설계 등)

•5축가공기, WEDM, CNC선반, 사출기 등 정밀장비 활용
가능

ICTㆍSW 개발 서비스 기업이 의뢰한 전자기기, 정보서비스,
SW솔루션 등을 전문 역량을 가진 연구원이 직접 개발
하는 서비스 제공

•펨토/피코/나노초 레이저, UV, 블루레이저 및 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한 고성능/고부가가치 첨단소재가공(절단,
용접/접합, 패터닝 등) 지원

•펌웨어, 하드웨어(회로설계 등) 등 개발

•Lab-on-a-Chip, Microfluidic 소자, 3D glass, 소형 광학
소자 등을 제조할 수 있는 레이저 기반 마이크로소자
장비 활용

•앱, 데이터베이스 등 개발
•디바이스 인증, 제품화 양산 지원 등

정밀 측정/시험평가 지원

(시)제품 디자인/설계/개발 서비스 3D(역)설계, 디자인,
해석ㆍ시험 분야 전문 역량을 가진 연구원이 기업 의뢰를
받아 설계 및 개발 서비스 제공

•고정밀 3D스캐너, 로봇형 3D스캐너, CMM 등 3차원 측정
장비 보유

•3D스캐너를 활용한 역설계 및 측정, 검사, 분석 등

•금속 성분 분석(ONH, C, ICP-OES), 비파괴 검사(Micro
CT), 표면 조도(Ra) 측정, 기계적 물성(만능시험기) 지원

•CAD/CAM 및 FEA해석툴을 이용한 설계, 제작, 해석/
검증 등
•4k 카메라 및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및 콘텐츠 제작
053-217-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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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지원ㆍ장비 대여

•콜라겐 및 피부특성측정시스템, 3차원 측정 장비 광결
맞음단층촬영(OCT), 광음향단층촬영(PAT) 시스템 지원
•레이저, LED 등 광원 특성 측정장비(파장, 파워, 빔 프로
파일)를 활용한 광원 측정 및 계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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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에 따른 제품인증이 필요한 국가에 관련제품을 수출
하는 업체에 대하여 인증 과정 중의 애로사항을 해소, 수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증 지원사업
※ 현재 인도 AIS 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국가
확대 계획

교육, 체험, 시설대여 등

기타 제작 지원
전자회로 / 부품 설계, 제작, 분석 등 장비 및 툴

레이저 광원ㆍ광학 설계, 의료기술 및 안전 등 교육

•레이저 인그레이빙(마킹), 크리스탈가공, 도색, 후처리
(샌딩) 등

053-217-3456

•금속 분말 제조시스템을 통한 3D프린팅용 분말 제조 및
입도분석기, 주사전자현미경(SEM), X-선 회절분석기
(XRD) 등 분말 특성 분석 장비 등

3 D프린터 이용, 산업현장전문교육, 체험·실습, 맞춤형
제품화 지원 등

•공초점 현미경, 광학 현미경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지원
•열처리(진공/아르곤 가스), 의료기기 세척/포장 지원
053-217-3456

지원내용
구분

지원 한도

비고

핵심기업 혁신성장 지원

최대 5,000만원

혁신제품 개발 지원
(비용+서비스)

국내외 언택트 마케팅 지원

최대 2,000만원

비대면 마케팅 서비스 및
홍보물 제작 지원(비용)

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홍보물 제작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서비스)

 지털 패브리케이션, 제조창업 지원 등 메이커 스페이
디
스 운영
053-219-4000

 미나실, 전시, 네트워킹파티 등 각 종 기업 행사에 필요한
세
공간 대여
•첨 단의료복합단지(3D융합기술지원센터), 동대구벤처
밸리(크리에이티브팩토리), 대구시청별관(3D프린팅센터)
시설 무상 대여
053-217-3456

지원방식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해 비용 또는
서비스 지원
053-213-8000

기획 및 의료기기 인증서비스
신기술 분야 과제 및 사업기획 지원서비스
053-219-0533

의료기기 GMP 인증, 품목 인허가, 제조위탁 등 지원서비스
053-21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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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헬스케어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의
(대구혁신도시 오픈랩)

053-2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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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대구경북KOTRA지원단
원스톱 상담서비스(고객안내센터) 회원가입, 수출 컨설팅,
해외투자진출, 외국인투자유치
KOTRA 고객안내센터 1600-7119

 동 KOTRA 지원사업 설명,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
이
시장정보, 무역실무 관련 상담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80
www.kotra.or.kr

(온라인)수출상담회 / 국내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방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및 상담 후 A/S 지원

KOTRA 바이코리아팀 02-3460-3311
www.buykorea.org

 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내
1만 달러 미만 기업 및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지원, 1년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1, 3274

 사화 사업 KOTRA 해외무역관을 해외 지사로 활용, 현지
지
시장 정보, 신규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해외출장 지원
※ KOTRA 해외무역관 현황 : www.kotra.or.kr 참고

(온라인)무역사절단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해외로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

 구시 해외지사화 보조금 지원사업 KOTRA 해외지사화
대
사업에 참가한 기업 대상 보조금 지원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1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550, 2526
www.trade.daegu.go.kr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50% 한도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잠재바이어 리스트,
현장사무국 운영

 로벌파트너링(GP)사업 글로벌기업의 밸류체인에 진입
글
하여 벤더로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 기업 발굴 지원

KOTRA 해외전시팀 02-3460-7286

KOTRA 제조산업팀 02-3460-3257

 외시장 조사 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
해
자재공급선 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무료)

 타트업 해외진출 신생혁신기업인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스
유치, 해외기업과 파트너쉽 구축, 신규수출 등 지원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6, 7337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8, 7378

 외 비즈니스 출장 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잠재
해
바이어(3~4개사)와의 상담주선 등 개별 출장기업의 해외
세일즈 활동 지원

 계일류상품 육성사업 국가수출을 이끄는 1,000개의 핵심
세
제품 육성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을 선정
하여 생산기업의 종합해외마케팅 지원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4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3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국가정보, 분석보고서, 비즈니스
정보, 무역자료실, 포토, 동영상

 역투자 온라인상담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무
→ 상단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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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1

KOTRA 대구경북지원단 053-659-2256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www.exportvoucher.com

KOTRA 해외시장정보센터 02-3460-7414, 7415
해외시장정보포털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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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활용 세계 바이어와 한국 공급
온
업체 연결, 계정당 수출상품 50개 등록 및 상품 거래 가능

 외물류네트워크(공동물류사업) 국내기업의 적기납품, 현지
해
스톡세일 등 현지물류서비스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6

 출인큐베이터 현지 무역관과 연계하여 해외주요거점
수
도시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정착지원서비스와 시장개척
활동 지원, 입주보증금 500만원, 월 임차료(지역별 상이,
시설 관리비 업체 부담, 최장 4년, 사무공간 및 회의실,
사무집기, 인터넷 등 지원)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0

콘
 텐츠융합 사업 아트 콜라보 및 콘텐츠(게임, 애니메
이션, 캐릭터, 방송음악 등) 분야 해외 진출 지원전략 수
립, 조정, 수행 및 총괄에 관한 사항 지원
KOTRA 지식서비스팀 02-3460-7616

KOTRA 수출바우처팀 02-3460-3425

의
 료산업 및 서비스 해외 마케팅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의료/바이오 관련 상품 및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KOTRA 바이오의료팀 02-3460-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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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 시장정보, 바이어 알선, 신용
조사, 수출성약 지원, 법률자문, 출장자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등(1566-5114)
*도쿄, 뉴욕,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상하이, 호치민, 뉴델리,
자카르타, 청두, UAE 등 총 11개, 지부별 지원 서비스 상이

•트레이드콜센터 : 1566-5114(한국무역협회 서비스 이용
관련 종합 문의)
오프라인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관련 지원
•해외전시회 및 상품전 공동관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비, 통역비 및 물류비 일부 지원(대구광역시 공동)
전시회명

개최지

시기

품목

2022 미국 서부
국제보안전(ISC WEST)

미국
라스베가스

3/22~3/25

보안기업 4개사

2022 동경한국상품전

일본 도쿄

6월 중

소비재 5개사

2022 추계 라스베가스
소비재전

미국
라스베가스

8월 중

소비재 5개사

2022 인도네시아
한국우수상품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1월 중

소비재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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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활동 메뉴판(www.exportvoucher.com)
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

•수출MC 위원 밀착 지원 : 지역본부 신청 시 방문 수출상담
등 시행(053-753-7531)

•수출선도기업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최소부스기준
2배 이상 참가 시) 독립부스(raw space) 임차료 전액 또는
기본부스(shell scheme) 임차료 70%,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대구광역시 공동)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홍보 스튜디오 및 모바일
카탈로그, 대구광역시 공동)
온라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무역 상담·정보 제공 및 애로 해소
•K ITA.net(www.kita.net) : 종합 무역정보 및 무역통계,
시장 정보, 연구보고서 등 제공
•Trade SOS(tradesos.kita.net) : 1:1 맞춤형 무역 컨설팅
및 애로 건의
•TradePro(kita.net/experthub) : 1:1 무역 오픈 상담 플랫폼
•T RADE NAVI(tradenavi.or.kr) : 관세, 규제, 해외기업
정보 관련 종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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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Korea.com(글로벌B2B 전자상거래사이트) : 무료
상품 홍보 및 인콰이어리 매칭 서비스 제공
•k mall24.com(온라인 해외직판 지원 사이트) : 전세계
소비자 대상 직접 판매 지원 플랫폼(아마존, 글로벌
티몰, 이베이 등 연계)
•전 문무역상사 활용 매칭(stc.kita.net) : 지역 및 제품별
우수 중견 수출전문기업과 제조기업간 매칭 및 바이어
상담을 통한 판로확대 지원
121

무역 관련 금융 및 보험가입 지원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 :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 중소
업체, 업체별 2억~3억, 금리 2.0~2.5% 고정, 3년(2년 거치,
1년 4회 분할상환)
•수출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수출 초기단계 수출대금 회수
불능 관련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3천만불 이하 수출
기업, 5만불 내 부보), 수출안전망 단체보험(10만달러 이하
수출기업, 2만불 내 부보) 지원
•수출 지원 KITA 바우처 서비스 : 회원 가입 시 50~100만원
내 통·번역, 바이어 발굴, 바이어 신용도 조사 등 비용 발
생 사업의 바우처 사용 이용 지원
교육 및 채용
•무역실무 연수(대구광역시 소재 기업 수강료 일부 지원)
시기

장소

FTA 인증수출자 요건취득 과정(온라인)

상/하반기

온라인

유튜브/아마존 활용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과정

3월

대구무역회관

신흥시장 소비시장 진출전략 과정

4월

대구무역회관

대구통상아카데미

6월

대구무역회관

shippersgate.kita.net

수출 우수기업 및 임직원 포상 및 수출관련 제반 서류 발급
•무역의 날 포상 추천 : 수출확대 기업 및 해외시장 개척
기여업체 및 임직원 포상(수출의 탑, 훈·포장 및 포상 등,
7월 중 공지/산업통상자원부 공동, 12월 중 대구경북
지역 전수식 개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시상(정부, 무역협회, 한국
경제신문 공동) : 수출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 무역업체
CEO 매월 포상 및 언론 홍보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APEC 19개국 회원사
입국 시 비자 없이 신속 출국 지원(기업별 2~5장, 발급
일로부터 최대 5년/abtc.kita.net)
•온·오프라인 무역 관련 증명서 발급(webdocu.kita.net 혹은
지역본부 내방) : 수출입실적 증명(한글, 영문), 무역업고유
번호 및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등 발급, 무역분야 외국인
사증(비자) 발급 추천(10만불 이상 업체),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 등
053-753-7531~3

•무역 아카데미(tradecampus.com) : 장·단기 교육 및
직접 교육참가가 어려운 격오지 기업 등 대상 온라인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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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센터(jobtogether.com) : 수출기업에 청·장년
무역인력을 알선(1566-5114)

중소중견Plus+ 보험

수출입 물류 지원

•수출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클레임위험,
수입국위험에 대비한 신용보험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 물류애로
접수, 동향 정보 제공 등

•연간보상한도 : 수입자위험 및 신용장위험 U$1백만, 클레
임위험 U$50천, 수입국위험 U$1백만 이내 자율선택

•R ADIS(수출입 운임할인 및 컨설팅 서비스) : 물류비 할인,
물류 효율화 관련 컨설팅 및 수출입물류 정보 제공

단기수출보험

•R ADIS Global(물류기업 해외 네트워크 활용 서비스),
핀토스, TNT Express의 해외 물류 네트워크 활용 운송,
수출입통관, 클레임 처리 등 지원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L/C거래의 경우 →
개설은행)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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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중 소기업 방문 물류컨설팅 서비스 : 수출입 물류 진단 및
물류비 절감 방안 등 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제공(RADIS
협력업체 및 제3자 물류업체)

Memo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외상으로 수출한 후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환변동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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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
(Hedge)하는 상품
•일반형 : 보장환율 대비 환율 하락 시 보험금 지급, 환율
상승 시 이익금 환수(보험료 평균 0.04% 수준)
•옵션형 : 보장환율 대비 환율 하락 시 보험금 지급(보험료
평균 3.0% 수준)
053-252-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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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운영
•기업육성 플랫폼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기업 지원, One
–stop solution 제공, 다양한 지원서비스 공급자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업무연계

41 / 경북대학교
경북대기술지주㈜ 경북대학교 보유기술을 현물로 출자하여
합작법인 자회사 설립, 자회사의 사업화를 위해 R&D 자금
및 투자를 연계하고 연구소기업 등록 지원
053-950-2370

경북대 사회맞춤형(계약학과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사업
•산업체와 대학 간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일-학습 병행을
통해 정규 학위취득)
•산업체 소속직원의 재교육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비학위과정으로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053-950-2242

053-950-6199

산업현장기술지원단
•핫라인센터
- 기술자문 :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을 교수·
전문가들이 무료 자문
- 애로기술통합지원 : 기술자문 과정에서 도출되는 단기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개발비 지원
053-950-7503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R&D사업을 기업과 대학이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053-950-7513

 지털설계 및 생산기술연구소 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디
고가의 첨단 개발 지원 장비를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 활동을 지원
053-950-7490

053-950-2242

디스플레이나노소재연구소
 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역 중소기업이
기
지역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053-950-2364

•디스플레이 시제품 제작 지원

053-950-7860

•디스플레이 측정 및 분석 지원

053-950-7307

•R&D, 기업맞춤형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053-95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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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협력사업(PTR교수 현장 밀착형 기업지원 등) 기업의
산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 등을 파악 문제 해결방안을 중점
지원ㆍ전담하는 실직적인 산학협력 사업

 베디드소프트웨어연구센터 임베디드S/W, 스마트 팩토리,
임
IoT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 애로기술 지원

053-950-2326

053-950-7853

테크노파크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테크노빌딩(B1, B2),
IT융합산업빌딩(총 4개 건물, 100개사 관리 및 운영)

•3D제품 시제품 제작장비 지원 : 정밀·컬러·소형 3D
프린터, 고정밀 3D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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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 기업연계 문제 해결형 학습활동(캡스톤디자인) 운영
경
사업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체와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및 산업체 관련자 컨설팅 등 특강
개최)

•Open Lab 장비 : 워크스테이션, 기업 지원 및 기업활용
장비, Solidworks 3D 설계해석 툴, 3D Max, Maya,
V-Ray 등
•3D 콘텐츠 비교시연 장비 : 65″ 3D LED TV(편광방식,
셔터방식), LG 3D 모니터, UHD TV
053-217-3456

-글
 로벌비즈니스마케터 : 해외 전시회, 국제 박람회 참가 등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해외진출 전략 및 마케팅 지원
053-580-6794
- 기업맞춤형서비스 : 디자인, 마케팅, 시장개척 One-stop
전문가 그룹 컨설팅
053-580-6794
- R&D 지원(산학공동 기술개발, 현장이식 기술개발)

창업지원단

053-580-6796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운영
•원스톱창업상담창구,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 지원 공간
(교내) 운영

-계
 명CEO융합리더십포럼 : 계명대학교 연계 기업 CEO와의
산학협력 모델 발굴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증진

053-950-7657

053-580-6794
- 재직자 교육 : 가족회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053-580-6796

42 / 계명대학교

-산
 학협력협의회 지원 : 산·학·연·관 교류회 개최 행사비
지원
053-580-6794

산학인재원
•[현장실습지원센터] 장·단기 현장실습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유형

모집시기

실습시기

장기 현장실습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2021. 12. ~
2022. 2.

2022. 3. 2. ~
2022. 6. 24.

단기 현장실습

하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

2022. 5. ~
2022. 6.

2022. 6. 27. ~
2022. 8. 26.

장기 현장실습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2022. 6. ~
2022. 8.

2022. 9. 1. ~
2022. 12. 23.

단기 현장실습

동계방학 계절제
현장실습

2022. 11. ~ 2022. 12. 26. ~
2022. 12.
2023. 2. 24.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053-580-6784

•[산학협업센터]
-기
 업 지원 컨설팅(애로기술 One-point 자문, 경영전략, R&D
기획)

-캡
 스톤디자인 : 전공분야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여 수행
053-580-6793

기업지원센터
•가족회사제 : 우리 대학과 기업이 지속적인 연계를 맺고,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맞춤형 산·학
협력 체제
053-580-6743

•기술이전연계 기술사업화 : 대학보유 기술 및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053-580-6746

•공용장비 지원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공용장비를
기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053-580-6743

053-580-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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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재양성부]

사용성평가연구센터

창업지원단

•KOLAS 기관으로 의료기기/고령친화기기/융복합기기의
휴먼팩터분석, 사용적합성시험 및 제품고도화 지원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및 전담
멘토, 창업지원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창업
지원 공간 운영

053-258-7537

•인공지능기반 기기의 신뢰성 확보 전략 및 기술 컨설팅
053-258-7537

053-620-2045

•창업보육센터 : 사무공간(47실) 임대 관리, 교육, 세미나,
협의회 등 운영

•국·내외 의료기기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인증 획득 지원

053-620-2035

053-258-7537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 만 40세 이상 무상 창업공간,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의료기기공용기술활용촉진센터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기업 또는 의료기기 시장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대상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 지원
053-580-6773

053-643-7994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창업기업 육성, 사무공간 임대, 전시회 참가 지원,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필요한 공용장비 활용 지원(설계,
계측, 측정, 시험, 검증지원 장비 등)
053-580-6564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
•식품 및 바이오 관련 기업지원 컨설팅(연구개발, 기술
지도,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등), 공동활용 연구장비 사용

053-580-6445

전자화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
•전자화자동차부품 예측설계와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성
평가 지원
053-580-6728

•전자화자동차부품 예측설계와 시험평가의 다각적인 장비
활용을 통한 신뢰성 평가 지원
053-580-6728

계명대학교 학교기업 스탠딩에그커뮤니케이션
•이론 수준의 대학교육을 넘어 재학생들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광고홍보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지원
053-580-6661

•마케팅 기획, 컨설팅, 광고물 제작,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마케팅 대행 지원
053-580-6660

산업일자리고도화 컨소시엄사업단
•성서산업단지 내 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진행
•스마트 제조 관련 장비 실습 교육 및 교육공간 지원
053-580-8924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
•무역실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문화 및 콘텐츠) 및
지역특화 산업과 동남아권 언어, 문화, 시장 이해를 위한
특화 교육을 통한 동남아 지역특화 무역전문가 양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및 전자
상거래 실습 교육 및 이를 통한 창업가적 역량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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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580-6443

•식품·축산물 시험 검사기관(식품 및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 영양성분, 미생물시험, HACCP 지원 등의 시험분석
및 공인성적서 제공)

053-620-2466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온·오프
라인 해외시장 진출 밀착 지원
053-580-5940

43 /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
 술출자(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 대학 보유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고 투자기업이 현금 출자 및 경영을
담당하는 합작법인으로 법인세 감면, R&D 자금 등 지원
053-785-1986

 앙기기센터 5개 분야(재료분석, 소자클린룸, 측정시뮬
중
레이션, 기기가공실, 첨단바이오분석)의 공용장비 및 공용
공간 활용 운영
※ 문의 및 신청(http://dhub.dgist.ac.kr/)

테크노센터
•신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설계 및 모델링, 시제품 제작
지원
•기존 제품의 역설계를 통한 응용설계기술 지원 및 도면이
없는 부품의 도면화 지원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치수측정 및 Inspection 지원
054-970-9561

 제규격인증시험센터 해외규격인증, 친환경 규제대응
국
(RoHS) 및 전기전자제품 신뢰성 시험 지원
053-940-5238

 도체공정기술센터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지원, 반도체 全
반
공정 장비개발 지원
054-970-9274

053-785-0501

 기특성화대학 공동기술지주회사 기술사업화(미래과학
과
기술지주㈜)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UNIST,
DGIST)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벤처 설립 지원, 설립
기업에 자본출자, R&BD 자금, 사업화연계자금(TIPS) 등 지원
053-785-1987

053-785-1917

054-970-9571

 상공학센터 입체 VR을 통한 유·무형 문화재 디지털 복원
가
등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053-940-5590

모션캡쳐센터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모션데이터 개발 및 지원
•캐릭터 모션캡쳐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산업체 애로기술
지원, 콘텐츠 공동개발

44 / 영진전문대학교

053-940-5304

교정측정기술센터 정밀측정 지원, 교정기술 지원, 개발제품
시험성적 지원, 측정장비 운용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기술지도
054-970-9580

금형기술센터 초정밀·난형상 가공 지원, 금형가공 기술교육
054-970-9553

 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기업부설
중
연구소 설치 지원,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지원
054-970-9502

 업보육센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예비창업자
창
및 신규창업자 창업공간, 기술 및 경영노하우, 자금, 벤처
투자유치 등 지원
054-970-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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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회사제도 산학연 협력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여
가
DGIST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경영/네트워크를 지원
하는 기업회원제 프로그램

SMT센터 SMT 관련 시제품 개발 및 양산 지원

그린센터 먹는 물 등 수질환경분야 연구실험 및 교육

Memo

054-970-9460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조종자 양성 교육 지원
•항공촬영, 농업방제 등 다양한 전문 비행교육 지원
054-970-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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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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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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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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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권 지원
45 /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053-740-0038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지역 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제작 지원(최대 33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10% 자부담)
•브랜드, 패키지디자인개발 지원(최대 24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10% 자부담)
•제품 및 브랜드 토털 지원(최대 67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10% 자부담)
•디자인상품개발 지원(최대 28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10%
자부담)
•디지털디자인 지원(최대 10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10%
자부담)
•디자인애로사항해결 지원(1기업 1품목 디자인상담ㆍ개발,
무상 지원, VAT 별도)
※ 사업별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053-740-0036, 35, 38

강소기업 전주기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기업의 전략상품개발 및 시장출시를 위한 全과정(상품
기획·디자인–시제품–마케팅) 단계별 연속 지원
053-740-0035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인기업과 중소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자문 지원(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노무, 세재 등)

•융 합·혁신상품 제작 지원(생활소비재 신규 융합상품
디자인 및 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 등)
•선도상품 개발 지원(기존 생활소비재 상품 외형디자인
개선, 제품 브랜딩, 디자인 콘텐츠개발 지원 등)
053-740-0041

디자인사업화기반구축사업
•지역 디자인 전문 회사 역량 강화 지원(브랜드 제품 사업화
지원 & 컨소시엄 제품라인업 지원), (최대 40백만원, 총
개발비 20% 자부담)
•지역 디자인 융합 R&D(미래선행 상품개발 지원)(최대 46
백만 원)
053-740-0073

IT융복합 감성디자인 소재산업 육성 지원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선행 상품 개발 전력을
위한 CMF 컨설팅 지원(자문 및 소재 샘플비용 지원)
•글로벌 소재등록 마케팅 지원(소재등록 관련 제반경비
지원)
053-740-0072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맞춤형 디자인
기반 교육훈련 지원(무상교육/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350시간 무상교육 /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30세 미만 취업희망자)
053-740-0063, 6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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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디자인개발 지원(70백만원 내외,
총 개발비 20% 자부담)

140

•법률서비스에 요구되는 난이도에 따라 일반자문과 심화
자문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일반컨설팅 최대
20만원 / 심화컨설팅 최대 40만원)

기업혁신성장 디자인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디자인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지원(기본교육, 심화교육,
디자인전문 교육 및 컨설팅 등)
•디자인인력 채용 희망 대구지역 중소기업 대상 협약체결
및 인건비 지원(월 한도 200만원 이내/기업부담 20%)
053-740-0066

중
 소기업 IP바로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 결과(IP 현안
보고서)에 따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특허·
브랜드·디자인 분야 기업별 맞춤형 IP 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운영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초기부터 IP 집중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지원

업사이클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

IP디딤돌 프로그램

•지역 업사이클 기업 시장진출 강화를 위한 상품개발/
개선 지원(과제당 800만원 내외)

•예비창업자들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화, 권리화,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지역 업사이클 기업 공동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지원

•아이디어 기초상담 → IP기반 창업교육 → 아이디어 고도화
→ 아이디어 권리화 → 3D 모형설계 → 창업컨설팅

053-719-6012

한국업사이클센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업사이클 기업 상품 /소재, 브랜드, 판로개척 등 경쟁력
전반 향상(과제당 1,500만원 내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 확대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 촉진을 위한 위한 맞춤형
IP 컨설팅 지원

053-719-6012

053-222-3145~50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업사이클 관련 창업 초기 청년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지원
•(1년차) 공간·장비 임차, 제품개발 지원 /(2년차) 청년 고용
인력 인건비 지원(과제당 연간 1,500만원 이내)
053-719-6012

4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
 원한도 금액은 지원유형별로 상이(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www.ip-navi.or.kr)

46 / 대구지식재산센터(대구상공회의소)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3년간(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21,000만원 이내)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지식재산 강소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등 IP관련 종합 지원
142

특허 : 1600-8145＋1, 상표 : 1600-8145+4

 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해외 상표브로커 및 NPEs
지
등에 의한 지재권 분쟁 발생에 대하여 중소·중견·대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 및 상표 현안 관련 공동
대응책 지원
※지
 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
(www.ip-navi.or.kr)
특허 : 1600-8145＋1, 상표 : 1600-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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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지원 수출(예정) 중인 중소·
국
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해외기업과의
사전 예방, 경고장, 소송 등 현안 대응, 상표·디자인 관련
분쟁 예방 및 무단선점, 위조상품 대응 등) 제공

 텐츠 지재권 보호 컨설팅 해외 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콘
콘텐츠 및 파생상품에 대한 상표, 디자인, 저작권, 특허 등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방안 제공

Memo

※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www.ip-navi.or.kr)
1600-8145+4

 -브랜드 보호 지원 중국 및 아세안* 진출(예정) 기업의
K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상표선점 피해구제 상담 및
해외 온라인 쇼핑몰**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지원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 (중국) 알리바바, (아세안) 라자다, 쇼피
※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은 사업공고문 참조(www.ip-navi.or.kr)
1600-8145+5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권리취득 관련 서류
작성 지원, 심판·심결취소소송의 대리 및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등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www.pcc.or.kr) 참조
02-6006-430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부정
경쟁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 실시권자, 사용
권자, 직무발명자 및 권리실시 이해관계 당사자 간 분쟁
관련 상담 등 조정위원회 운영
1670-9779
Ⅶ _ 디자인·브랜드·지식재산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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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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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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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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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협동조합(기계, 금형, 직물 등)

152

Ⅷ
기타

Ⅷ _ 기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48 /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운영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세
 금의 부과·징수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
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99.9.1.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조직을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고 합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또는 신성장서비스업종 중소기업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25)% 추가감면 → 최대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지
 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특징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수행

•주요 제공서비스 내용
-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며 세무관서가 잘못한 경우 시정해 드립니다.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세법대로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알아보고 과세가 잘못
되었으면 취소해 드립니다.

※ 다만,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구역,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
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연접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
(조특령§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 체납처분 절차가 위법한 경우 바로 잡아드립니다.
- 기타 세무관서의 처분이나 미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 관련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
법
법 제63조의 2)

※국
 세청에서 다루는 국세만을 상담할 수 있으며, 관세는
관세청·세관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는 해당 시·군·
구청에서 상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공장시설 또는 본사를
둔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제도
-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문의 126번 → ③번
053-661-7334

-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본사이전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다
 만,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수도권 연접
지역·인구 30만 이상 도시(조특령§60②)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053-661-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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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설립지원센터 운영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검토 및 설립
공
절차 상담,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환경 관련 신고 대행
070-8895-7781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Factory On
1661-6844
www.factoryon.go.kr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클러스터)
070-8895-7755, 7759, 7781

맞춤형 채용박람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070-8895-775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및 정부합동공모사업
070-8895-7754

•성서드림타운 건립사업(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급)
053-551-5478

•동원비즈플랫폼 건립사업(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급)
053-721-7740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
하며, 발급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해 월
5만원 한도에서 차감
1600-0636
card.kicox.or.kr

의료융합산업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경영 자문 지원
070-8895-7755

기업 중점애로 해소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재정 지원)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3천만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70% 이내, 사고
사망 다발 위험설비,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집중 지원
산업재해예방 시설 융자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10억원 한도,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사업안내 및 신청) http://kosha.or.kr - 대구광역본부
알림마당 - 신청안내 게시글 참고
지역1부 053-609-0555

(재정 지원)구조적으로 위험한 미인증 위험기계(3종), 노후
(30년 이상)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6종) 교체 및 노후 뿌리
공정·사고사망 고위험 3대 업종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사고사망 감축 기여
•(사업안내 및 신청) https://anto.kosha.or.kr(포털사이트
‘안전투자 혁신사업’ 검색)
•(지원금액) 총 소요비용의 50%(위험기계교체 7천만원
/ 위험공정개선 1억원 한도)
지역1부 053-609-0554

 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 밀폐공간 작업
찾
3일 전 전화 한 통(1644-8595)이면 재해예방 전문
기관에서 희망날짜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➊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➋안전교육 ➌질식재해예방
장비대여(송기마스크, 환기팬, 가스농도측정기) 서비
스를 무상으로 지원(3~12월)
대표전화 1644-8595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도 협착·추락·전도 등
사고성 재해 취약사업장 대상, 안전상의 유해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문제점을 사업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지역1,2부 053-609-0550, 0540

070-8895-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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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점애로(SOC, 규제개선, 금융,
기술, 법률, 안전, 인력, 입지 등)를 적극 파악하여 신속
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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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소
비용 지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및 특
수건강진단 실시 비용 일부 및 전액 지원(연중)
지역2부 053-609-0540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사업 : 취업박람회 개최, 종합컨설팅, 우수
기업 벤치마킹, 국내외 기계류 전시회 개최,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정보화 : 정보화 혁신클러스터 확충, 회원사 네트워크 망
구축
•홍보강화 : 정부시책 참여 및 대정부건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주가 본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
자체교육 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
•인터넷교육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사업장
에서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
교육센터 053-609-0570
www.safetyedu.net

51 / 협동조합(기계, 금형, 직물 등)

053-581-8210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기업 지원 : 프레스, 사출금형 성형해석프로그램 공동활용
지원, 금형 및 뿌리기업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술확산 직능개발 : 산학연 Network 구축, 금형정보 DB
구축, 현장인력 직무능력 고도화 지원
•기술인력양성 : 금형설계/실습과정 인력양성사업, 직업
계고 현장학습 지원사업
•기술정보화 : 금형제작 네트워크 구축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 뿌리산업 금형특화단지
소프트웨어 공동활용 지원사업(프레스 및 사출성형해석
프로그램 공동활용)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 금형 및 뿌리산업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053-588-0610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기업경영 애로 및 정책건의 : 현장애로 조사, 신규사업
개발 및 지원
•HRD관련사업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AI개발자, 미래4차
산업 특수용접 전문가양성 사업과정) → 청년미취업자 및
재취업희망자 취업 지원
•기술인력양성 : 일학습병형 지원 사업, 대구시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분석전문 인력
양성사업(경북도)

•공동 및 협동화 : 원자재 안정공급, 생산제품 공동판매
및 홍보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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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우수 섬유소재 마케팅 플랫폼 구축 운영(원단소싱
플랫폼)
- 소상인 의류 판매 영상 제작 및 디테일 촬영 공간 지원
- 섬유수출 및 기타산업 비대면 화상지원 시스템 4기(회의실)
지원
- 섬유패션산업 교육,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 아카데미
공간 지원

•섬유패션협업 고도화공간 구축 : 섬유회관 4층(SPACE
5’S +) 운영
-패
 션테크 접목 디자이너 육성 지원(AR신체측정기반 마이핏
솔루션)
- 패션시제품 생산 직접화를 위한 봉제디자이너 그룹 육성
지원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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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강화사업 : 대구시 기계,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에 대한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온라인 해외전시회,
언텍트 마케팅 지원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섬유패션특화 공유오피스 : 섬유회관 3층(SPACE 5’S) 운영

•글로컬 침장산업 특화산업 육성 지원

Memo

-지
 역침장산업 특화육성을 위한 침장기업 TOP브랜드 발굴 지원
- 침장산업 관련 수입소재 국산화 대체, 프리미엄 침장제품 개발
보급
- 해외 침장산업 맞춤형 수출 지원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위탁 운영
- 지역 섬유패션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대구섬유박물관을 통한 기획전시 및 대시민 섬유문화체험
활성화
- 각종 섬유패션 및 전체 산업별 세미나, 문화행사 등 임대,
대관 지원

•해외 섬유수출 전시회 및 화상상담회 등 각종 해외판로
개척사업 참가 지원
-미
 국, 중국, 베트남, 유럽지역 등 해외 섬유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지역 섬유업계의 공동이익을 위한 각종 현안문제 해결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장자동화기기(직기, 연사기,
가연기 등) 도입 시 관세감면 혜택

•인견사 공동구매사업 추진
- 조합에서 공동구매(수입)하여 수요업체에 적기에 공급함
으로써 원자재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섬유패션업계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전화 053-25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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