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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위치 조성년도 면적 업체수 종업원수 업종

성주월항일반

산업단지

월항면 유월리

일원
1998 78,060㎡ 18 60명

석재품 

기타 등

성주일반

산업단지

성주읍 예산·

학산·금산리 일원
2012 851,166㎡ 53 1,283명

자동차 

기계 등

성주2일반 

산업단지

성주읍 학산·

금산리 일원
2018 959,495㎡ 28 636명

자동차 

기계 등

명칭 위치 조성년도 면적 업체수 종업원수 업종

선남농공단지
선남면 도성리 

일원
1987 72,573㎡ 10 332명 섬유 등

성주농공단지
성주읍 성산리 

일원
1991 146,388㎡ 18 322명 기계 등

월항농공단지
월항면 장산리 

일원
1994 257,762㎡ 41 855명 기계 등

계 기계금속 섬유 플라스틱 비금속 기타

966 323 136 118 39 350

계 성주 선남 용암 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 월항

966 157 473 115 8 4 4 18 13 35 139

01 성주군 공장 기본현황(2019.1월 현재)

일반산업단지 현황

   

농공단지 현황

   

제조업체 현황

      업종별

   

      읍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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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융자개요

융자규모 : 45,400백만원(은행 협력자금)

   도분 11,800백만원(2018년도 : 11,800백만원)

   군분 33,600백만원(2018년도 : 30,000백만원)

융자 취급은행 : 14개 협력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경북지부 성주지점)

     ※ 도,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협력자금의 이자차액보전지원이므로 취급은

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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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계획

융자지원 대상

   성주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

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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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도 이차보전율 : 2.5%

        (단, 도비추천분은 도비이차보전율 2.0%에 0.5%를 추가 지원)

     • 대출기한 : 당해 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단, 시 ․ 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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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우대업체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4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최근 3년 이내)

7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8 고용증진대상(최근 3년 이내)

9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10 신성장기업(최근 3년 이내)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 이내)

1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13 시니어 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1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15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16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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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우대업체

17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18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19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20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21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22 농공단지 입주업체

23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융자추천 제외대상(5종)

    ①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②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중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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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접수일정 변경 배정액 비고

1 설분 2019. 1. 2 ~ 1. 11 200억원

설 긴급자금 
확대지원 협조 
요청에 따른 

배정금액 상향 
조정

2 수시1차 2019. 3. 4 ~ 3. 15 50억원

3 수시2차 2019. 5. 6 ~ 5. 17 50억원

4 추석분 2019. 8. 12 ~ 8. 23 150억원

5 최종분 2019. 10. 7 ~ 10. 18 4억원+추천잔액

계 454억원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성주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접수기간 / 기간별 융자추천 배정액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 ․ 군)

⇒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심사결과 통보  ⇒ 

대출실행(업체)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성주군에 신청

   신청구비서류

    ①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대출은행 상담 도장 필히 날인

    ②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붙임2)

    ③ 사업계획서 1부(붙임3)

    ④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결산재무제표

    ⑦ 공장등록증(행정기관에서 확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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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⑧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⑨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수상 및 지정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내 이전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이 없을시 사업자등록증의 본사확인)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⑩ 지방세 납세 증명서

    ⑪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⑫ 관내 거주자 목록(붙임5)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직원 중 관내 거주자)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심사방법

      • (붙임 6)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자금배정액의 순위 내에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선착순 X)

   대출방법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단, 2019. 12. 31 까지 반드시 대출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군에 신청(융자은행 변경 신청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변경 승인 ⇒ 대출실행(대출실행 후 은행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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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사 업 비 : 군 900백만원(도 236백만원)

   신청시기 : 연 2회(반기별)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 입력

   가동상황 조사 : 성주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 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계산/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3월, 9월)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군분은 지급중단

   이차보전금 지급 : 도, 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이차보전 기간(보전율) : 1년간(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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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주군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 관내 수출기업 및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수출상담 지원 등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으로 수

출증대 도모

사업개요

사업개요

   기    간 : 2019. 1 ~ 12월

   대   상 : 10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50백만원(군비)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사전 시장조사,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 상담회 주선 등

      • 지원범위 : 편도항공료, 시장조사, 차량임차, 통역, 바이어발굴 등

   시행방법 : 해외 수출지원 전문기관 위탁시행

추진계획

   2019. 1 ~ 2월  : 관내 기업대상 수요조사 실시

   2019. 3 ~ 4월  : 사업대상 및 해외마케팅 대상지 선정

   2019. 5 ~ 12월 : 사업실시 및 완료

  기대효과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도 해외마케팅 활동이 취약한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관내기업 경쟁력 강화

   관내기업 수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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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주군 사이버기업지원센터 운영

◆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 DB구축, 기업별 생산제품 소개, 각종 지원시책 홍보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one-stop 기업지원 시스템 실현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센터 구축을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 실현

   사업내용

      • 기업정보 : 지역별․업종별 등록현황, 여성․장애인기업 현황, 업체별 생산  

                   제품 등 데이터베이스 제공

      • 기업 지원․도우미 : 각 기관별 기업 지원시책 소개, 애로사항  건의 등

      • 구인구직란 : 기업 근로자 채용 정보 제공

  기대효과

   공공구매 및 일자리 창출 실적 제고

   제품홍보, 판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비자에게 우수제품 직접구매 기회제공

   군-기업, 기업-기업간 의견교류․화합등 상호 유기적 체제 구축으로 상생발  

      전의 기회 마련 및 기업하기 좋은 성주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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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역발전 우수기업 선정 지원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및 우수기업 선정

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격려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

고 군정에 반영하는 등 기업지원 및 지역발전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개요

   기    간 : 2019. 1. ~ 12(연내 4곳 선정)

   사 업 비 : 90백만원(전년도 미지원 5개소, 신규 4개소)

   사업내용 : 지역발전 우수기업 선정 및 방문,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계획

   지역발전 우수기업 선정 : 연 4개 업체

      •선정기준 : 일자리창출, 근무자 관내 실거주 실적, 지역발전 기부  

        실적(장학금, 불우이웃돕기 등),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등

   우수기업 방문의 날 운영

      • 간담회개최(기업애로사항 청취 등), 사업장 견학 등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 우수기업 선정 현판 부착

      • 환경개선 정비비 지원(업체당 10백만원) 

      • 운전자금 지원우대, 인턴사원 우선지원 등

  기대효과

   지역발전 기여 우수기업 우대정책을 통한 기업체 자긍심 고취로 지역민 우선  

      고용, 소비촉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민+관 현장소통을 통해 군정 반영 등 지역발전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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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도시청년 농촌 유턴 추진으로 인구감소 극복 및 지역 활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개요

   기    간 : 2019. 1. ~ 12(매년 계속)

   주요사업 :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창업 LAB, 경북형 청년일자리 등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 추진

   사업대상 : 만15세 ∼ 39세 이하 전국 청년 (※ 선발인원 : 5명)

   사 업 비 : 162백만원(국 48, 도 57, 군 57)

   추진방법 : 전문기관 위탁추진(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연3천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성주군 청년창업 LAB 설치 및 운영

   사업위치 : 성주읍 심산로 99 (심산기념관)

   사 업 비 : 1,400백만원(국 450, 도 475, 군 475)

   주요사업

      • 창업LAB 구축(900백만원) : 청년창업자를 위한 열린공간 설치

      • 창업LAB 운영(500백만원) :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10팀 이상)

  기대효과

   실업난 해소 및 일자리창출로 지역에 청년 유입 및 활력제고

   청년주도의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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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성주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성주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로 입주기업체 교통편의 

제공 및 원활한 물류수송 기여

사업개요

사업개요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지내

   사업기간 : 2016. 3. ~ 2019. 12.

   사 업 비 : 2,300백만원(군비 100%)

   사업내용 : 진입도로개설 L=150m, B=25m

추진현황 및 계획

   2016.  2. : 군계획시설[대로3-4호선] 실시계획 인가

   2016.  3. : 공사 착공

   2019.  1. : 현재 공정률 87%, (1필지 수용재결신청 中 )

   2019.  6. : 공사 준공 예정

  기대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하여 조성하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을 통해 산업단지 진·출입 및 지방도905호선과의 원활한  

      접속으로 산업단지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증진의 효과가 기대됨



07 한개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 한개마을을 연결하는 군도4호선(1985년 개설)으로서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노폭이 5.5m로 협소하여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도로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정주 여건을 개선

사업개요

사업개요

   위    치 : 월항면 안포리 ∼ 대산리

   사업기간 : 2018. 7. ~ 2021. 6.

   사 업 비 : 2,500백만원(군비 100%)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1.28km, B=10.5m

추진현황 및 계획

   2016.  2. : 설계용역 완료

   2016.  3. : 관련부서 협의

   2019.  1. : 주민설명희 개최

   2019.  6. : 공사 착공(토지 보상 중)

   2019.  6. : 공사 준공 예정

  기대효과

   도로선형개량 및 확포장을 통해 산업단지로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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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주여건 개선 4. 지역관광 활성화

․ 명품 교육도시 조성

․ 친환경 新주거단지 조성

․ 도시기반 및 문화여가시설 확충

․ 안전하고 깨끗한 성주만들기

․ 유망기업 유치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  체험 및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활성화

․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  농업 6차산업 활성화

01 먹․자 ․쓰 ․놀 운동추진

◆ 성주에서 “먹고‧자고‧쓰고‧놀고” 운동 전개를 통해 지역사랑을 실

천하고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

사업개요 

   사 업 명 : 먹 ․자 ․쓰 ․놀 운동

   사업기간 : 2018. 11.~

   사업주체 : 기관 ․사회단체, 향우회, 문화 ․예술인, 자생단체, 공무원 등) 

   사업내용 : 4대 과제

     • 성주사랑 운동, 인구증가 정책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추진 기본방향

성주사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범군민 운동

1. 성주사랑 운동 (지역경제활성화) 2. 인구증가 정책 지원

․ 우리성주 바로알기(지역정체성 확립)

․ 우리지역 생산품 구매 및 소비확대 

․ 지역음식점 및 업체 이용하기 운동

․ 전통시장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확대 및 관내 업체

  중심 계약행정

․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확대

․  내 직장, 내 고향 주소 갖기 운동

  및 실거주지 이전 유도

․  귀농 ․ 귀촌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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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남부내륙철도 성주역사(정거장) 건립 추진

◆ 19.01.29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역사

(정거장)를 유치하여 낙후된 오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사 업 명 : 남부내륙철도 사업

   위    치 : 경북 김천시 ~ 경남 거제시

   사업규모 : 연장 172.38㎞(단선전철), 터널 112.25㎞(65%), 정거장 6개소

       * 성주군 : 약 20km(전체노선의 12%)

   총사업비 : 4조 7,000억원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추진상황 

   2006. 3.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 수정계획에 반영

   2013. 7.  일반 철도 사업으로 예타신청(국토교통부)

   2016. 6.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일반철도 고속화 신규 추진사업으로 반영  

   2019. 1.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사업으로 추진 확정

  역사 유치계획 

   성주역 역사유치를 위한 범군민 운동 추진 및 분위기 확산

   중앙부처, 경북도, 국회 등 방문을 통한 성주역사 건립 설계반영 요구

       * 예타 조사보고서(KDI)에 포함된‘신호장’을‘일반역사’로의 전환 요구

   성주에 역사가 유치되어야 할 적극적 논리개발과 타당성 확보수단 모색 

   타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주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유치 전략 필요

       * 성주역세권 개발, 가야산 종합관광개발, 성주호 관광자원개발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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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등 소요자금을 장기저

리로 융자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공통사항

지원규모 : 600억원(일반기업 580억원, 청년창업 20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전제조건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취급은행 : 협약(약정) 체결 은행(시중 10개 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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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 ‧ 접수(진흥원) → 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 ‧ 실행(취급은행)

대출 유효기간

   (일반기업) 추천일로부터 6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청년창업) 추천일로부터 3개월

융자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수시 접수(공휴일 제외, 자금소진시 까지)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 7)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경제진흥원⇒신청업체 및 은행)

현지실사 및 조치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조사

   대출업체 가동실태조사(상환 완료일까지) : 연 1회 이상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 법령, 조례, 약정 등 감독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휴 ․ 폐업, 부도업체, 타 지역(시도)으로 이전한 기업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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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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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 전업율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

      ※ 특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범위

  � 시설자금

   사업장 신축 및 부지 매입비(창업 후 7년 미만 기업)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시설부분을 포함하여 신청한 업체에 한함.

      • 사업장 신축은 공장, 물류창고, 연구소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인정

       * 단, 기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추가로 도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는 사업장 신축비 지원 가능

   사업장(건축물) 매입비

      • 법원(또는 자산관리공사, 은행 등)의 경매를 통한 매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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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기존 사업장의 증 ․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의 시설투자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 ․ 정보화 ․ 기

술개발 ․ 물류 현대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생산설비, 물류시설, 시험검사 

장비, 연구개발 장비 등의 신규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중고 시설 제외)

   본사와 사업장을 동시에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사업장 신축 및 생산시설 신규 설치(구입)에 필요한 자금 

      • 신청기한 : 이전 예정일부터 이전완료 후 1년 이내(증빙자료 첨부)

  � 운전자금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초기 창업 비용, 시제품 생산, 원자재 구입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시설자금과 반드시 연계하여 신청)

융자조건

   대출금리 : 일반 2.2%(변동)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15억원 이내(융자추천 잔액기준)

      * 융자 신청일 현재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시설자금 : 12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범위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시설자금과 연계신청, 시설자금 초과 불가)

      * 연간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25% 이내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운전자금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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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통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추정 손익계산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500㎡ 미만인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 승인서 1부(창업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서 1부(입주기업에 한함)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대출상담 확인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고용자수 확인 서류(고용보험 가입 등)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금용도별 제출서류

     • 건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계약서 및 내역서 1부

     • 부지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공시지가 확인원 1부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1부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외국산일 경우 Offer Sheet)

     • 연구개발자금 : 연구(기술)개발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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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 평가

     • 3년 이내 창업기업은 평가를 생략하되,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성, 

대출실행 조건 등을 검토하여 융자승인 여부 결정

대출기업 의무사항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융자승인 취소 

   변경사항 신고

     • 대표자(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대출취급은행의 변경 등

     • 지원시설(시설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사)의 변경은 대출 실행전 가능

   자금지원사업 성과분석을 위하여 융자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은 실적서(매출액, 고용현황 등)를 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 실적서 서식 및 제출방법은 추후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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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지원대상 

   대표자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

       * 법인사업자 제외, 청년창업가 1인당 1분야만 지원, 동일사업에 대해 협업자 

중복 지원 불가

대상업종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창업 : 전기 ‧ 전자, 정보 ‧ 통신, 환경 ‧ 에너지 등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제외업종 : 유흥·향락 관련 업종, 금융업 등

지원범위 

   시설 및 운전자금(시설자금과 연계없이 신청가능)

융자조건

   대출금리 : 청년 2.0%(변동)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5천만원 이내(제조업은 1억원)(융자추천잔액 기준)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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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1부

     • 사업장 입증서류(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창업 아이디어, 상품화 가능성, 시장성 등을 평가

대출기업 의무사항

   변경사항 신고

     • 대표자*,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취급은행의 변경 등

       * 변경된 대표자가 동자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금 회수 조치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지원담당(☎ 054-880-2679)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50, 054-470-8570)

           동부(포항)지소(☎ 054-275-2966)

홈페이지 http://www.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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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차보전)

◆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안정화 도모 

융자개요

융자규모 : 3,300억원(일반 3,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계획에 의함. 시군 운전자금은 자체계획에 의함.

융자 취급은행 : 14개 협력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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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계획

융자지원 대상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

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

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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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10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4

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6

4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

(최근 2년 이내)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융자조건 및 한도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도 이차보전율 : 2%(시군은 자체계획에 따라 2% ~ 5%)

     • 대출기한 : 당해 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 ∼ 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단, 시 ․ 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

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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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7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6

8 고용증진대상(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 054-880-2648

9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 054-880-2819　

10 신성장기업(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 054-880-2651

1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경상북도청 일자리청년정책관실

☎ 054-880-2759

13 시니어 친화기업(최근 3년 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립지원부

☎ 031-8035-7562

14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202-7650

15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6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 02-6309-9042

17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

수출신고서, 
수출실적증명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18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1

19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72

20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054-880-2680

21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 상주, 문경, 
봉화,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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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

23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융자추천 제외대상(5종)

    ①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②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 ‧ 군, 읍 ‧ 면 ‧ 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자체 시행하는 시 ․ 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지원시기를 달리하여 

중복추천 불가

      ※ 동일시점에 도분과 시군분을 함께 추천하는 것은 가능

    ⑤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 ․ 군에서 자체 지정

       ※ 접수기간은 시 ․ 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시 ․ 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 ․ 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협약은행을 통

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 확인) 해당 시 ․ 군에 신청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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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⑥ 공장등록증 1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⑦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⑨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영금액의 각 40%(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대출방법

      •융자 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대출은행 변경 시 자금대출 전에 해당 시군에 신청 ⇒ (재)경상북도경제

진흥원에서 변경 승인 ⇒ 대출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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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   상
인정
기간

비   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

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

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

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 

(GR*마크)인증기업
* GR(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 

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

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품

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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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접수문의 : 각 시·군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미래전략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새마을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도시과 054-370-2232

구미시 투자통상과 054-480-6034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2

영주시 경제활성화실 054-639-6124 성주군 산업단지개발추진단 054-930-6436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6

문경시 경제진흥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벤처기업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259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830-6516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홈페이지 http://www.g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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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차보전)

◆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

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융자규모

융자규모 : 400억원

융자 취급은행

   기업, 농협, 대구, 씨티,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

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세부 융자지원 계획

융자대상

   경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 ․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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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융자한도 : 2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 우수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컨설팅·교육 이수업체 : 재단의 컨설팅·교육 이수업체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약정금리 : CD금리+1.5%p(2천만원 초과*시 CD금리+2.5%p)

       * 재단 기보증금액 포함

   이차보전율 : 2%(1년간)

   상환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

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융자지원 제외대상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시 ․ 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휴 ․ 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금융 ․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

54

융자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증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 ․ 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단, 당해연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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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안내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해당 지역

영 업 부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92-3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054-476-3214 구미, 군위, 칠곡

포항지점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포항남금융센터 3층)
054-283-2730 포항, 영덕, 울진

울릉·독도

출장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054)791-8994 울릉

경산지점
경산시 원효로 15(중방동 869-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053-811-0790 경산, 청도

안동지점
안동시 남문로 20(남문동 145-3)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054-854-3300

안동, 영양, 청송, 

의성

경주지점
경주시 중앙로 32(노동동99-1)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054-777-0140 경주

영주지점
영주시 번영로 149(하망동 344-34)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054-631-8300 영주, 봉화

김천지점
김천시 김천로 154(남산동 50-2)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054-433-1300 김천, 성주, 고령

영천지점
영천시 시장로 45(완산동 1072-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054-336-6800 영천

문경지점
문경시 중앙로 141(점촌동 261-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054-556-7400 문경, 예천

상주지점
상주시 상산로 260(남성동85-1)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054-531-3500 상주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지원담당(☎ 054-880-2679)

경북신용보증재단 (☎ 054-47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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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 우수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을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에게 기술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으로 기술창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30억원

개   요

   (융자한도) 일반기업 2억원, 우대기업 3억원     * 시설, 운전자금 구분 없음

   (금    리) 연리 1%(변동금리)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분 분할상환)

   (융자조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금액만큼 융자

세부 지원계획

지원대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경상북도 소재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경상북도 지정 글로벌IP스타기업

   경북하이테크빌리지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한약진흥재단 ․ 한국섬  

      유기계융합연구원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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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2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융자지원 대상(일반/우대) 증빙 서류 1부

융자조건

   대출금리 : 1%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대출한도 : (일반) 2억 / (우대) 3억       * 시설, 운전 구분 없음

     * (우대기업) 경상북도가 지정한 일자리창출우수기업(벤처)·청년고용우수기업(벤처)

   융자조건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금액만큼 융자

융자절차

접수, 기술성 평가

시행·결과 통보
⇨

평가 결과 접수, 

융자지원 결정 통보
⇨ 융자 실행

기술보증기금 →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 道, 기보, 

신청기업, 은행
신청기업 → 은행

   신청 접수 [기술보증기금 6개 지점(포항, 구미, 경산, 대구, 대구북, 대구서)]

    

         * 신청서류 서식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및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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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 평가 [기술보증기금] :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 평가

     * (평가요금) 1건당 20만원(평가 후 신청기업이 기술보증기금 계좌로 납부)

   융자지원 결정 [경제진흥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지연 시 기업 통보)

   융자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

하나은행

     * (융자취급 기한) 융자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보증서 유효기한과 동일)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팀(☎ 054-88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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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 담보력과 신용도가 떨어져 기존 금융제도권에서 소외된 중소

기업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 업 비 : 45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에 가입된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경상북도 관내 기업(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

     • 담보 및 부금 잔액 이내 대출업체 제외

   운용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사업내용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 제2호 대출(어음·가계수표 대출) : 연리 1.0%

     • 제3호 대출(단기운영자금 대출) : 연리 2.0%

대출신청 및 처리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처리절차 : 신청(업체)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중소기업중앙회) →

대출실행(중소기업중앙회) →이차보전(경상북도)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

60

<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개요 >

◈ (개   요)  중소기업이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 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상거래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ㆍ수표의 조기 현금화, 외상매출금의 조기 

현금화 및 일시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도산방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제도

◈ (가입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자(유흥 업종 제외)

◈ (납부 부금) 10∼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매월 납부, 납부최고액 1억원)

◈ (납부 기간)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 계약해지 : 언제든지 가능

◈ (대출 대상) 

  ◦ (대출자격)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한 업체

  ◦ (대출조건) 

   제출서류

구            분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2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x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 x

4 법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통 ○ x

5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 ○ ○

6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or 홈택스 출력분) ○ ○

7
사업장(주사무소,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 사업장 임차인 경우 - 임차계약서 사본
○ ○

8
대표자 소유(거주지 포함)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표 거주지가 임차인 경우 - 임차계약서 사본
○ ○

9 대표자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통 ○ ○

10 대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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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대출사유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도어음

대출

(제1호 

공제금대출)

ㅇ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ㅇ신용 : 

부금잔액의 

1~7배 이내

ㅇ무이자

* 대출금의 10.0%를 대손 

보전준비금으로 공제

ㅇ 3년

* 6개월

거치포함

어음ㆍ수표

대출

(제2호 

공제금대출)

ㅇ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 및 

수표를 현금화 

하고자 하는 

경우

ㅇ신용 : 

부금잔액의 

1~7배 이내

ㅇ대출금이 부금잔액 이내 

경우 : 3.5%

ㅇ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4.8%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5.3~9.3%

ㅇ 180일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

(제3호 

공제금대출)

ㅇ일시적으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신용 : 

부금잔액의 

1~3배 이내

ㅇ대출금이 부금잔액이내 

경우 : 3.5%

ㅇ대출금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부금잔액내 대출금 : 

4.8%

  - 부금잔액 초과 대출금 : 

6.7~9.7%

ㅇ 1년

*연장가능

◈ (가입 방법) 팩스(053-524-2117), 방문, 인터넷(http://fund.kbiz.or.kr)

◈ (가입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입청약서(소정 양식)

◈ (납부 방법) 기업,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대구 등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정책팀(☎ 054-880-267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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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 국내 �외 기술, 특허, 시장동향 등 중소기업의 수요맞춤형 과학

기술 정보제공을 통해 품질개선, 기술개발 전략수립 등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도내 중소·벤처기업 25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65백만원(도비 50, 자부담 15)

   추진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사업내용 : 중소기업 수요맞춤형 과학기술 정보제공 지원

     • (기술특허) 국내외 기술, 특허, 산업 동향 등 정보제공

     • (핵심원문) 특허명세서, 연구보고서, 학술지 등 원문 정보제공

     • (기술상담) 과학기술 동향 등 제공 및 기술정보 상담

추진방법

   ’19. 1~ 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4~ 5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6~11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국내외 기술동향 및 경쟁업체의 기술수준 파악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등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경쟁력 확보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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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 R&D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도내 중소·벤처기업 20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120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20)

   추진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내용 : 정부 R&D사업 공모방법, 과제발굴, 기획, 사업계획서 등 공모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컨설팅 지원

   지원절차 : 정부R&D사업 분석 및 공모사업컨설팅→기업진단(R&D역량

진단)→R&D사업도출→종합컨설팅→신청

추진방법

   ’19. 1~ 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4~10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5~11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R&D 

과제 선정 지원 등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기술경쟁력 확보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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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북 벤처창업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R&D 자금 융자 시 보증료 및 기술가치

   평가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도모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100)

   사업대상 : 유망 기술 및 지적재산 보유 벤처·창업기업 50개사

   사업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업수

R&D보증 보증료 기업당 최대 2백만원 15개사

IP보증 기술가치평가료 기업당 최대 2백만원 35개사

     - (보증료) 보증서 발급 수수료(보증금액의 1%)의 50% 지원

       * 예) 2억원 보증 시 보증료 2백만원의 50%인 1백만원 지원

     - (기술가치평가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일부 지원

       *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등급)+기술가치평가(가치금액)/기업당 2~5백만원

     ※ 세부 사업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시행 : 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

추진절차

보증신청
및 상담 ➜

접수 및 조사 
자료 수집 ➜

기술평가 
및 조사 ➜

심사승인 및 
보증서발급 ➜

대출실행

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

기대효과

   지역 벤처 ․창업기업의 R&D 분위기 확산 및 기술경쟁력 제고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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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

◆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도에서 지정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에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150, 시군비 350)

   사업대상 : 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5개소)’ 입주기업

   사업내용 : 기술·마케팅 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등

    ∙ (마케팅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영상물 제작, 상품 기획 등

추진방법

   ’19. 1~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19. 3~ 12월 : 시설별 기업 선정 및 사업 추진

기대효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 벤처기업집적시설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지정,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벤처기업 입주 지원 제도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 (지정권자) 시·도지사
  - (지정요건) ①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이 600㎡ 이상인 건축물

② 최소 3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
③ 전용면적의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기업이 입주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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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북 혁신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세계시장을 선도할 첨단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0) 

   사업대상 : 도내 4차 산업혁명 연관 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

       *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사업내용 : 국내외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활용, 유망 벤처·창업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지원

       * 액셀러레이터 :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엔젤투자·멘토링 등 종합보육 서비

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기관

      • 엔젤투자 등 민간투자 유치, 보육·멘토링, 글로벌 진출 등

추진방법

   ’19. 1~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19. 3~ 4월 : 액셀러레이터 모집 및 심사 통한 기관 선정

   ’19. 5~ 12월 : 유망 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기대효과

   글로벌 수준의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 스타트업 집중 지원 체계 마련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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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중소기업 애로기술 실용화 지원

◆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에 대한 실용화 개발지원으로 생산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을 통한 매출신장 등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5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75백만원(도비 65, 자부담 10)

   추진기관 : 기술지원 전문기관

   사업내용 :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개발기술 실용화 지원

     - (시제품제작) 파일롯 규모의 시제품 제작 지원

     - (성능 �신뢰성평가) 시제품 성능, 안전성 등에 필요한 시험평가 지원

     - (인증 �표준화) 실용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국내외 인증 및 인허가 지원

     - (지적재산권취득) 애로 개발기술 관련 국내외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 (디자인설계) 제품의 기술 및 기능향상을 위한 디자인 설계 지원

추진방법

   ’19. 1~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3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4~ 11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개발지원을 통한 급격한 기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담당(☎ 054-88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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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혁신기술의 발굴 및 개발지원으로

기술개발 능력 함양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5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385백만원(도비 350, 자부담 35)

   추진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개발 지원

추진방법

   ’19. 1~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3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서류심사→현장조사→발표평가)

   ’19. 4~ 11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인력, 자금 부족 등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우수 혁신기술을 개발 ‧상용화하

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미래먹거리 발굴로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안정

적 성장기반 도모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담당(☎ 054-88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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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중소기업 종합진단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로드맵 제시와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5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32백만원(도비 25, 자부담 7)

   추진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내용 : 경영혁신, 생산관리 진단 및 인증지원 등 컨설팅

     - 현장 및 자료 조사, 인터뷰 등 종합진단 후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추진방법

   ’19. 1~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4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5~ 11월 : 사업 추진 및 중간 점검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기술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진단을 통한 기업 활동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로 기업혁신 유도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담당(☎ 054-88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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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브랜드, 포장재 등의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애로 

사항 해결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216백만원(도 180, 자부담 36)

   지원대상 : 5개 업체 정도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 네이밍, BI, 상표 디자인, 디자인출원 등

    ∙ 디자인애로 해결 : 로고, 라벨, 홍보물, 포장지, 컬러 등

   추진기관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추진방법

   ’19. 1~ 3월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4월 : 디자인개발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5~ 11월 : 디자인개발 및 전문가 평가

   ’19.    12월 : 디자인개발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제품의 신뢰도 ․가치 향상

   제품의 판로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담당(☎ 054-88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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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 품질분임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법 교육, 전문가 지도 등 분임조 활동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64백만원(도 57, 자부담 7)

   사업대상 : 품질분임조 교육 지원업체, 품질분임조 대회 참가업체

   사업내용

    ∙ 중소기업 품질분임조 신규 발굴 및 품질관리기법

    ∙ 개선활동, 현장적용, 개선결과 보고서 작성 등 분임조 활동지도

   추진기관 :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추진방법

   ’19. 1~ 3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19.   4월 : 지원 대상 업체 선정

   ’19. 5~ 11월 : 품질관리 기법교육 및 분임조 활동 지원

   ’19.   12월 : 사업 최종 평가

기대효과

   효과적인 품질관리로 생산성 증대 및 품질 향상

   품질경영 마인드 함양으로 현장개선의 중요성 확립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담당(☎ 054-88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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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 산업기술의 융복합 및 R&D 고도화,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지역주력산업의 혁신성장 기반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주관 : 경북TP,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사 업 비 : 16,093백만원(국비 11,188, 도비 4,795, 시비 110)

   사업내용 : 도내 특화센터 및 기업체 R&D 및 비R&D 지원 등

     ※ 주력산업 :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추진방법

   기업 선정 ‧지원 절차

     • 사업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신청 및 접수(경북지역사업평가단)→ 

선정 및 협약체결(경북지역사업평가단)→R&D 및 비R&D 지원

기대효과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

화에 기여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R&D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고용창출 등 산업경

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미래산업정책담당(☎ 054-88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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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시 ․도간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 및 고용 성과를 더 크게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주관 : 경북TP, 경북지역사업평가단

   사 업 비 : 8,763백만원(국비 6,134, 도비 2,629)

   사업내용 : 도내 특화센터 및 기업체 R&D 및 비R&D 지원 등

     ※ 경제협력권산업

       - 첨단 경량소재 특화 차량용 소재부품 상용화 개발(주관:경북, 참여:대구, 

울산)

       - 고안전 자율주행 차량용 (협력/편의)부품 및 시스템 개발

         (주관:울산, 참여:경북, 세종)

추진방법

   기업 선정·지원 절차

     • 사업공고(한국산업기술진흥원)→신청 및 접수(경북지역사업평가단)→

선정 및 협약체결(경북지역사업평가단)→R&D 및 비R&D 지원

기대효과

   시·도간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

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미래산업정책담당(☎ 054-88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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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관한 진단 및 정밀분석을

통한 R&BD 기반 중소기업 현장밀착 기술개발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18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800백만원(도 200, 지자체 200, 생기원 400)

   추진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생기원

   사업내용 : 경북지역(구미, 영천, 경산, 칠곡) 부품소재 관련 제조 중소기

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추진방법

   기업 선정 지원 절차

      • 업체(신청)→생기원→기업 선정→기업별 기술 지원

   추진일정

      • (3월) 지원사업 공고→지원 기업 선정 →(4~11월) 기업별 기술 지원

      • (12월) 지원사업 종료보고

기대효과

   기업이 요구하는 실용화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

체 경쟁력 강화

   지역기술혁신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한계 극복으로 핵심원천 기술 확보 및 

지역전략산업 발굴로 고부가가치 창출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자동차항공담당(☎ 054-88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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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 저부가 단순가공 위주의 도내 철강산업 관련 중소기업 체질개선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 추진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도내 철강재 생산 ․ 가공 및 부품화 관련 업체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 300, 시군비 700)

   사업내용 : 중소 철강기업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R&D 역량강화, 기술 경

쟁력 강화지원, 인력 전문화 교육, 특허출원 지원 등

추진방법

   도, 포항시, 경주시 공동지원

   전문 연구기관(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활용한 기업선정 및 지원

      • R&D역량강화, 애로기술 컨설팅 등 기업수요에 따른 지원

      • 시험분석 지원 등 상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철강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철강산업 육성

   낮은 수준의 제품 생산에 의존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철강

제품 고부가 가치화사업 추진, 미래 성장동력 창출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자동차항공담당(☎ 054-88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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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집중 지원, 지역

기업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지역 유망 강소기업 20개사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 750, 도 225, 시군비 525)

   사업내용 : 1사 1PM 운영을 통한 기업 R&D 역량 강화, 제품 고부가 가치

화, 전담 PM을 통해 도출된 기업수요(기술 지원, 마케팅 지

원, 경영 및 품질혁신 지원) 분야 맞춤 패키지형 지원, 경영컨

설팅 지원으로 전략 선도기업 맞춤형 성장 로드맵 구축, 수

출 판로지원 등

추진방법

   산업부, 도, 포항시 공동지원

   전문 기관(포항테크노파크)을 활용한 기업선정 및 지원

기대효과

   전략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

      • 전년대비 기업 매출 및 일자리 창출 3% 이상 성장 목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혁신, 구조개선 지속추진 하고 기술력과 역

량을 갖춘 강소기업 다수 육성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자동차항공담당(☎ 054-88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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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과 기업컨설팅을 통해 경북도 화장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중심 강소기업 육성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주관 : 화장품 전문연구기관 및 화장품 특성화대학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300, 시비 300)

   대    상 : 도내 화장품관련 기업* 및 기관

     * 본사(생산공장) 또는 연구소가 경북에 소재한 기업(전후방 기업 포함)

   사업내용 : 제품 및 상품화, 시험인증, 국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 등 

추진방법

경상북도(경산시)

주관기관
(화장품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참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관
(참여기업)

결과활용기관
(수요기업)

    ※ 참여(활용)기관 : 도내 화장품관련 기업 및 기관 등

기대효과

   경북도 화장품기업 기술력 제고 및 수출중심 강소기업 육성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화장품TF팀(☎ 054-88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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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술닥터119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기술닥터로 지정하여 기업 현장

애로기술을 적시에 해결 

사업내용

   기    간 : 2019. 1월~12월

   대    상 : 17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500)

   추진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사업내용 : 중소 ․ 벤처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신청서 1장, 무심

사로 대학 및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기술닥터로 

지정하여 1:1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방법

   기업 애로기술 해결 지원 절차

      • 업체(신청)→현장실태 및 타당성검토→신청결과통보→사업협약체결

→사업수행→지원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비 지급

   추진일정

      • (2월) 사업공고→지원 기업 모집→(3~12월) 기업별 애로기술 지원

기대효과

   생산현장에서의 기술혁신을 통해 직접적 채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기대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자동차항공담당(☎ 054-88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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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창업제품 판로개척 지원

◆ 경상북도가 양성한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유통 ․판로확대 지원을

통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사업안정화와 성공률 제고

사업내용

   홈플러스 ‘청년플러스’ 매장 운영(대형유통업체 상설매장 구축)

   TV 홈쇼핑 판매지원

   온라인 판매 기획전(온라인쇼핑몰 전문업체 연계)

   해외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협의 지원(국제행사 연계)

추진방법

  1) 홈플러스 ‘청년플러스’ 매장 운영

   TEST 마케팅을 통한 잠재구매 고객들의 요구, 트렌드 파악

   대형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도내 청년창업기업 마케팅 및 판매 거점으로 활용

   장    소 : 유통업체 및 상가임대

   운영방법 : Shop in Shop＊ 홍보 ․ 판매장 운영
      ＊ Shop in Shop :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형태

   개 소 일 : 2017. 10. 27 오픈 

   입점방법 : 홈플러스 MD 품평회 통한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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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V 홈쇼핑 판매지원

   사업목적 : 청년창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으로 판로개척 및 브랜드 홍보

   사업규모 : 2개사 정도

   방송업체 : 공영홈쇼핑

   운영방법 : 제품선정은 홈쇼핑 MD＊ 품평회를 통해 선정 

      ＊ MD(Merchandiser) : 상품화 계획 또는 상품기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지원내용 : TV 홈쇼핑 방송지원, 제품 등 홍보영상 제작지원

   추진절차

업체모집
▷

품평회 및 선정
▷

홈쇼핑 방송
▷

사업비 정산

~ 4월 초 ~ 4월 중순 5 ~ 7월 8월

3) 온라인 판매기획전(온라인쇼핑몰 입점)

   사업목적 : 온라인쇼핑몰 입점을 통한 청년창업제품 판매 및 홍보

   운영방법 : 온라인쇼핑몰 판매기획전 운영

   사 업 비 : 30백만원 정도

   지원내용 : 판매기획(디자인) 및 행사 프로모션(할인쿠폰, 사은품 등)

   추진절차

업체모집 및 선정
▷

판매기획구성
▷

판매기획전 운영
▷

사업비 정산

~ 4월 중 5월 ~ 6월 7 ~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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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박람회 참가 및 바이어 협의 지원

   사업목적 : 해외 청년창업기업 및 제품 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 지원

으로 제품 인지도 향상과 수출계약 지원

   운영기간 : 2019년 하반기(3일간)

   사업규모 : 10개사 정도

   운영방법 : 청년창업기업 및 제품 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

   지원내용 : 부스장치비, 물품운송비, 편도항공료, 통역지원 등

   추진절차

업체모집 및 선정
▷

행사준비

(기획 ․ 물류 등) ▷
행사운영

▷
사업비 정산

~ 6월 중 7 ~ 10월 11월 12월

기대효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매출향상 및 사업안정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창업담당(☎ 054-88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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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북청년CEO몰 사업지원

◆ 청년 창업기업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경상북도 내 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청년CEO몰 365MESSE에

서 제품을 위탁하여 판매

   기    간 : 연중 상시

   자격요건 : 협회 정회원 청년창업자  

      • 창업초기 기업이 진입하기 높은 장벽, 유통 및 판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낮은 수수료 위탁판매 실시

추진방법

   경상북도 내 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청년CEO몰 365MESSE에

서 제품을 위탁하여 판매

  1) 청년CEO몰 수익금 운영

   카페 음료 및 음식 판매수익, 회의, 세미나실 수익

   청년CEO 제품 판매수익 및 강의, 교육 수익

      • 청년CEO협회 회원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 마케팅 지원

      • 청년CEO협회 회원들의 정보교류네트워킹을 위한 포럼,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년CEO협회 및 협회 회원들의 박람회 및 전시회 지원

      •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관련 대회 개최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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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기간 : 2019. 4~ 12월

   사업목표 : 경북청년창업기업의 B to C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위탁판매

   사업내용 : 청년창업기업 판로지원의 일원으로 기존의 온라인몰에 협회에

서 직업 제품 등록을 하여 위탁판매를 진행, 기업의 고정 매

출확보를 통한 생존율 상승을 도모

  3) 홍보비 지원

   사업기간 : 2019. 4~ 12월

   사업목표 : 청년창업기업을 보다 널리 홍보해 판로 구축에 도움을 줌

   사업내용 : 온라인 판로지원과 연계하여 상품페이지 제작, 제품 광고 등 

청년창업기업 홍보

  4) 자문서비스

   사업기간 : 연중 상시

   사업목표 : 청년창업가가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까지 이루

어질 수 있는 창구 조성

   내    용 : 경북 도내 청년이 창업을 하고자 하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 자체에 관한 어려움 또는 제품 개발, 마케팅과 관련하

여 자문과 유관기관과 연계

기대효과

   신생 창업기업의 지원확대 및 안정적인  지원사업을 통한 및 사업 안정화도모

및 지속발전 가능한 CEO양성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창업담당(☎ 054-88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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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

◆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홈쇼핑 방송·판로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 업 비 : 176백만원(도비 88, 중소기업중앙회 88)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8개사

   수행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내용

   홈쇼핑 입점관련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포장디자인 컨설팅, 상품마케팅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기업당 22백만원 지원, 초과분은 자부담

      * 기업당 1회 30분 방송

      * 업체 자부담(8~10%) : 판매직접비(카드수수료, 전화비 등)

선정절차

신규업체 

모집·접수
⇨

서류평가

(1단계)
⇨

MD상담회

(2단계)
⇨

선정위원회

(3단계)
⇨ 선정 ⇨ 방송 ⇨

사후
관리/
정산

홈앤

쇼핑

홈앤

쇼핑

홈앤쇼핑

MD

중소기업중앙회, 
지자체, 

홈앤쇼핑MD 

홈앤

쇼핑

홈앤

쇼핑

홈앤

쇼핑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정책팀(☎ 054-88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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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북PRIDE상품 육성

◆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하여

기업 맞춤형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북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3~ 12월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경북PRIDE상품 선정기업 74개사

   수행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내용

   (맞춤형수출지원) 해외비즈니스출장, 해외박람회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맞춤형 해외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IP 획득 지원 및 기술평가 지원, 해외마

케팅 전략수립 컨설팅, IPO컨설팅 지원 등

   (홍보·네트워킹지원) 온라인기업홍보시스템 운영(e-biz), The CEO 경북 매

거진 발행, 해외네트워크 운영(40개국 59명) 등

추진계획

   ’19. 1~ 2월 : 사업계획 수립 

   ’19. 3~ 12월 : 사업 추진 및 중간점검

   ’19. 7~ 11월 : 경북PRIDE상품 신규 모집 및 선정, 지정서 수여

   ’20. 1~ 2월 : 사업성과 분석, 피드백 및 사후관리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기업정책팀(☎ 054-880-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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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동브랜드『실라리안』홍보 및 판로개척

◆ 우수한 기술력⋅경쟁력에도 불구,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실라리안’브랜드를 활용한 판로

개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실라리안 참여기업 34개사

                 (침장 ․공예 ․잡화 ․가구 ․식품의 5개 업종)

   수행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사업내용

   (홍보지원) 대중매체(케이블, 라디오) 및 옥외 광고, SNS홍보 기자단 운영 등

   (판로개척)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방송, 실라리안 전시판매장 운영, 무역사절

단, 개별맞춤형 지원 등

   (브랜드관리) 참여업체 신규 모집 및 재심의, 브랜드 발전전략 수립 등

추진계획

   ’19.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9. 2~ 12월 : 사업추진 및 점검

   ’19. 6~12월 : 실라리안 참여기업 신규 모집 및 재심의 공고 ․ 평가 ․ 선정

   ’20. 1~ 2월 : 사업성과 분석, 피드백 및 사후관리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금융지원담당(☎ 054-880-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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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북 스타트업 글로벌진출 프로그램

◆ 해외진출 역량을 보유한 도내 스타트업의 우수 아이템 발굴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해외협력 강화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사 업 비 : 75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도내 유망 스타트업 7개사 정도

   모집분야 : 글로벌 진출에 적합한 아이템

      • IT융․복합, 나노융·복합 등 기술창업, 웹기반 서비스업 등 지식창업

   사업내용 : 해외 컨퍼런스 참가 기회 제공 및 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컨퍼런스 참가) 업체별 1인 항공료, 입장료, 부스비 일부 지원

      • (교육 프로그램) 피칭 트레이닝 등 글로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추진방법

   ’19. 1~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19. 3~ 4월 : 참여기업 신청 및 심사·선정

   ’19. 5~ 7월 : 교육프로그램 운영

   ’19. 8~ 12월 : 최종 참가 및 성과 분석

기대효과

   첨단 기술 스타트업이 협소한 국내시장을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

기 위한 해외 진출 지원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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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FTA 맞춤형컨설팅

◆ FTA 원산지 관리의 복잡성, 전문인력 부족 둥 어려움을 호소

하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FTA 대응역량 강화 기여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45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90백만원(도 90)

   추진기관 : 포항·구미상공회의소 內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내용

      •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1:1 전담 관세사 매칭)

      • 기업여건에 맞는 FTA-PASS 시스템 구축·지원, 사후검증 대응

      • 대상업체 FTA 활용 및 만족도 조사, 지속적인 상담 및 사후 관리

추진방법

   컨설팅 참가 대상업체 및 컨설턴트(관세사) 모집

   기업별·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실시(사전 진단 후 실시)

   대상업체 FTA 활용 및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기대효과

   FTA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문 의 처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생활경제정책담당(☎ 054-880-2649)



경상북도
Ⅲ. 수출 ․판로 지원

95

08 경상북도 FTA 활용지원 사업

◆ 지역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 FTA 관련 

교육 및 설명회 등 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9. 1~12월

   대    상 : 지역 중소수출업체

   사 업 비 : 340백만원(국 250, 도 90)

   추진기관 : 포항·구미상공회의소 內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내용

     ∙ FTA 관련 교육, 컨설팅, 설명회, 홍보 및 마케팅 등 지원

     ∙ FTA 정책개발·지원, 지역내 FTA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방법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19. 1~ 2월

   사업추진 : ’19. 3~ 12월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19. 12월

기대효과

   FTA 활용지원의 여건 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는 FTA 활용지원사업 확산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생활경제정책담당(☎ 054-88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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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판로 개척

◆ 거대·신흥 유망시장 위주 구매 잠재력이 큰 지역의 판로개척으로

道 우수제품 홍보 및 새로운 수출거래선 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1,200백만원(국비 600, 도비 600)

   사업규모 : 총 18회, 54개 지역, 17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파견품목 : 종합품목, 부품·소재, 농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유관기관)→참가업체 선정(道)

→사업수행(유관기관)

지원사항 

   편도항공(업체당 1명), 상담장 임차, 통역,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 업체부담 : 편도 항공료, 체재비 등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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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19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일정(안)

NO 무역사절단명 업체 품목 기간 1순위 2순위 3순위

1 경북 아시아대양주 10 종합 2월 시드니(호) 자카르타(인) 수라바야(인)

2 경북 유럽(1차) 10 종합 3월 아테네(그) 취리히(스) 암스테르담(네)

3 경북 러시아 10 종합 3월
상트

페테르부르크(러)
노보

시비르스크(러)
모스크바(러)

(민간)

4 경북 동남아(1차) 10 종합 3월 방콕(태) 싱가폴(싱) 마닐라(필)

5 경북 일본 10 부품 4월 도쿄(일) 후쿠오카(일) 타이베이(대)

6 경북 동유럽(1차) 10 종합 4월 자그레브(크) 소피아(불) 베오그라드(세)

7 대경 인도 10 종합 4월 뉴델리(인) 뭄바이(인) 벵갈룰루(인)

8 경북 CIS 10 종합 4월 키예프(우) 알마티(카) 바쿠(아)

9 대경 아프리카 10 종합 5월 나이로비(케) 요하네스버그(남) 다레살람(탄)

10 경북 북미(1차) 10 종합 6월 시카고 달라스 뉴욕

11 경북 중남미 10 종합 9월 산티아고(칠)
부에노스

아이레스(아)
아순시온(콜)

12 경북 중국 10 종합 9월 정저우 창사 상해

13 대경 북유럽 10 종합 9월 스톡홀름(스) 코펜하겐(덴) 암스테르담(네)

14 경북 유럽(2차) 10 종합 10월 빈(오) 밀라노(이) 마드리드(스)

15 경북 동유럽(2차) 10 종합 10월 프라하(체) 브라티슬라바(슬) 바르샤바(폴)

16 경북 중국(2차) 10 종합 11월 우한 난징
칭다오
(민간)

17 대경 중동 10 종합 11월 두바이(아) 쿠웨이트(쿠) 카이로(이)

18 경북 동남아(2차) 10 종합 11월 프놈펜(캄) 양곤(미)
방콕(태)
(민간)

  *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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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 유망 국제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수출확대

◆ 글로벌 선진제품 벤치마킹 및 현장감 있는 시장조사 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1,300백만원 (국비 650, 도비 650)

   사업규모 : 국내외 30회, 270개사 정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업체당 연 2회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연 4회까지) 

     • 단, 특별사업 등 기타 사유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인정하여 

추가 파견 가능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유관기관)→참가업체 선정(道)

→사업수행(유관기관)

지원사항 

   전시부스 임차·장치비, 전시제품 편도운송비, 통역비 등

      ※ 업체부담 : 왕복 항공료, 체재비 등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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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19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일정(안)

NO 전시회명 국 가 도 시 시기 업체 품  목

1 뉴델리 자동차부품전 인도 뉴델리 2월 6 자동차부품

2 이집트섬유전시회 이집트 카이로 2월 7 섬유기계

3 중국 화동 상품수출입교역회 중국 상해 3월 10 소비재

4 광저우미용박람회 중국 광저우 3월 10 미용

5 글로벌소시스 컨슈머전자전 중국 홍콩 4월 5 전자

6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춘계) 중국 광저우 5월 10 종합

7 슈투트가르트 자동차부품전 독일 슈투트가르트 5월 6 자동차부품

8 대구뷰티엑스포 한국 대구 5월 10 미용

9 베트남 한국우수상품전 베트남 호찌민 5월 5 종합

10 두바이 자동차부품전(특별관) UAE 두바이 5월 6 자동차부품

11 미국아웃도어박람회 미국 덴버 6월 5 섬유

12 동경 국제선물용품전 일본 도쿄 6월 5 소비재

13 호찌민 MTA기계전 베트남 호찌민 7월 5 기계부품

14 필리핀한국상품전 필리핀 마닐라 7월 50 종합

15 뉴욕 홈앤라이프전 미국 뉴욕 8월 6 소비재

16 모스크바 자동차부품전 러시아 모스크바 8월 6 자동차부품

17 홍콩 식품박람회 중국 홍콩 8월 10 식품

18 파리프레미에르비죵 프랑스 파리 10월 5 섬유

19 홍콩 추계 전자 박람회 중국 홍콩 10월 5 전자

20 한국자동차산업전(코아쇼) 한국 인천 10월 30 자동차부품

21 미국한국우수상품전 미국 LA 10월 10 종합

22 방콕소방안전박람회 태국 방콕 10월 10 소방안전

23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 중국 광저우 10월 6 종합

24 테헤란자동차부품전 이란 테헤란 11월 6 자동차부품

25 상해 국제섬유기계전시회 중국 상해 11월 7 섬유기계

26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중국 상하이 11월 6 종합

27 두바이 국제건축자재 박람회 UAE 두바이 11월 5 건축

28 프랑스 식음료전시회 프랑스 파리 12월 10 식품

29 인도네시아산업기계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월 5 기계

30 상해자동차부품전 중국 상해 12월 6 자동차부품

  * 상기 전시회 및 일정은 현지사정 또는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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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이 많고, 수입(거래)품목을 찾는 유력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해외진출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대상 바이어를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75, 도비 125)

   개최회수 : 4회, 초청 바이어 100명 정도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 초청으로 실질적인 수출상담 성과 제고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0개사 정도

     • 해외바이어가 상담 희망하는 도내 우수상품 제조업체 우선선정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바이어 및 참가업체 모집(유관기관)

→사업수행(유관기관)

지원사항 

   바이어 편도항공료 및 체재비, 상담장, 바이어 이동차량비, 통역비 등

(※ 참가업체는 자부담 없음)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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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출유망기업 일자리플러스원(+1)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기여

◆ 분야별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유망기업간 그룹 구성, 네트워킹, 

공동해외마케팅, 수요맞춤형 지원 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원 회원기업 대상)

   지원내용

     •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공동 해외마케팅

       - 분야별 운영 : 식품, 부품, 기계, 화장품, 소비재, 농자재, LED 등

       - 그룹별 운영 : 5~10개사(그룹내 수출유망기업의 초보기업 성공견인)

       - 공동해외마케팅 : 공동 수출상담회·해외판촉전·전시사절단 참가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경제진흥원)→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경제진흥원)

지원사항 

   그룹별 50~70백만원 정도

     ※ 그룹내 기업수 및 사업계획(안) 평가 후 차등지원, 일부비용 자부담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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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전문품목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판로 개척 활성화

◆ 업체성격에 맞는 전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신기술 정보획득, 

   동종업계의 세계시장 흐름 파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국비 175, 도비 175)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60개사 정도

     • 경북도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전시회 외 기타 참가사업 우선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중진공, 경제진흥원)→업체선정(道)

→참가·증빙서류 제출(업체)→사후경비 지원

지원사항 

   참가업체의 부스임차비 지원

     • 업체당 1회, 연간 최대 600만원 이하

(※ 경북수출기업협회원 회원기업 2회, 연간 1,000만원 이하)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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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 지원

◆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 중소기업

대상 KOTRA 무역관을 활용한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지원내용 : 업체당 1개 지사 및 1개 센터 이내

     • 해외 지사화 사업 : 127개 코트라 무역관 활용

      -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 수집 등 해외판로 개척활동부터 거래성사까지 

수출종합지원

     • 해외공동물류센터 : 11개국 19개소 코트라 KBC 활용

      - 중소기업 대상 최소비용으로 현지 물류기지 활용기회 제공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KOTRA, 경제진흥원)→지원

여부 결정(道)→사업수행(경제진흥원)

지원사항 

   지사화 사업비 및 물류센터 연회비 50% 지원

(※ 경북수출기업협회원 회원기업 3개 지사까지)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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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취득하지 못한 지역 중소기업 대상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국제무역 기술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12월

   사업예산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개사 정도

   지원내용 : CE(유럽), NRTL(미국), 할랄(중동) 등 170여개 인증비용 70%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 

→지원여부 결정(道)→사업수행(중진공)

지원사항 

   업체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2개 인증까지

(※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8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중기청 또는 타 기관 ․ 단체로부터 동일한 해외 규격인증 지

원을 신청중이거나 받은 업체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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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세일즈 개별출장 지원

◆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후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개별출장

  (항공비 일부)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직접 수출증대에 기여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80백만원(국비 40, 도비 4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4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비(항공비) 지원

     • KOTRA 무역관을 활용한 바이어 상담 등 비즈니스 출장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경제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경제진흥원)

지원사항 

   업체당 1회, 회당 200만원 이하(※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기업 3회까지) 

     • 개별 출장은 왕복 항공료의 70%까지

     • KOTRA 무역관 활용 비즈니스 출장은 한도내 지원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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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 시장조사 지원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40백만원(국비 20, 도비 2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개사 정도

   지원내용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신청기업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수입업체 조사

     • 맞춤형 시장조사 : 수요동향, 수출입동향, 유통구조, 수입관세율 등

     •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 완제품 가공·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

체 발굴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경제진흥원) →  지원여부 결정(道) 

→ 사업수행(경제진흥원, KOTRA)

지원사항 

   업체당 연간 110만원 이내 ※ KOTRA 서비스 활용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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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소기업 무역실무교육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해외마케팅, 무역계약, 신용장, FTA

   활용방안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30백만원(도비)

   개최회수 : 연 8회 정도

     • 무역실무 기본과정, 무역마케팅 과정, FTA 종합실무,

        온라인무역교육 과정, 산업단지 방문교육 등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운영·관리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 150명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수행(무역협회) 

지원사항 

   교육장 임차비, 교육비, 교재비, 강사료 등

     • 참가업체 대상 소액의 수강료 부과 (5~10만원 정도)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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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소기업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

◆ 해외 소비자의 인터넷 직접구매 추세 확대에 따라 아시아 유명

  인터넷마켓 입점으로 도내 중소기업 해외 직접판로 개척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8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80개사 정도

   주요내용 : 아시아 유명 인터넷몰에 경북상품관 개설

• 동남아의 아마존으로 싱가포르, 인니, 말련 등에서 운영 

• 싱가포르의‘인터넷 이마트’로 식품 등 배송서비스 제공

• 말레이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한 동남아 최대 온라인몰

• 동남아시아 및 대만 시장 타겟 신흥 온라인 쇼핑몰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시장성 검토(진흥원) →

업체선정(道) → 사업수행(진흥원)

지원사항 

   외국어 상품페이지 제작·홍보·물류·배송·정산 등 토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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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글로벌 수출중소기업 발굴·육성

◆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성장 단계별로 분류,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저변확대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60개사 정도

(※ 경북수출기업협회원 회원기업 대상)

수출초보기업

▷

수출유망기업

▷

수출글로벌기업

• 신규 수출업체 ~
  수출액 100만불

• 수출액 100만불 ~
   수출액 500만불

• 수출액 500만불 ~
   수출액 1,000만불

   지원내용 : 수출마케팅 종합지원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활동, 홈페이지·카탈로그·시제품 제작지원 등

수출인프라 구축 •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증 취득, 수출보험, 디자인개발, 시제품제작 등

바이어 발굴 • 온오프라인 해외바이어 발굴, 해외시장조사 등

수출마케팅 활동 • 해외세일즈출장, 개별전시회 참가, 바이어초청상담회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기업 모집·선정(道, 진흥원) → 사업수행

(기업, 진흥원) → 완료보고/지원금 지급(기업, 道)

지원사항 

   사업별 소요비용의 50%지원(기업 자부담 50%)

     ※ 기업별 지원한도 : 수출초보기업 5백만원, 수출유망기업 8백만원,

                         수출글로벌기업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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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통·번역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업무 수행 유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8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마케팅 서신,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계약서 등 통·번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수행

(진흥원, 통·번역 전문기업) → 결과회신(기업체)

지원사항 

   업체당 연간 100만원 이하(※ 경북수출기업협회원 회원기업 150만원까지)

     - 통역료 : 회당 25만원 한도(특수언어 35만원)

     - 번역료 : 회당 10만원 한도

       ※ 일반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특수언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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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소기업 무역컨설팅 지원

◆ 해외시장 동향정보, 수출상품 기획, 해외 거래선 발굴 등 종합

적인 컨설팅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수출기반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108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내수 및 수출초보 중소기업 50개사 정도

   지원내용

     • 종합컨설팅 지원 : 수출준비부터 계약체결까지 全과정 대상 지원 

(교육,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수출계약, 생산, 검수, 통관, 사후관리 등)

     • 전문컨설팅 지원 : 업체별 해외시장 심층 공략방안 마련

(미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전문가 활용)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 및 사업수행(진흥원)

지원사항 

종합

컨설팅

지원

• 1:1 수출 자문,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 무역서신 번역, 수출통관, 수출물품 생산·검사 

• 클레임 발생시, 원인분석 후 바이어와 상담

• 수출협상, 계약체결, 바이어 신용조사 등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해외시장 조사 : 현지수요, 가격, 수출입 제도, 유통구조 등 조사

• 수출상품 기획 : 타겟시장 소비자 선호제품 신규기획 또는 개선

•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 전시회 및 온라인 활용, 프라이싱 전략 등

• 바이어 알선 : 해당품목을 취급하는 해외 바이어와 접촉, 거래알선

경북수출기업

협회 

회원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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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 해외 한국상품 물류유통망을 활용, 경북특산물 상설전시판매

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도내 우수상품(농·특산품)홍보 

및 수출증대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설치지역 : 미국 H-Mart(시카고, 조지아), 한남체인(LA), 롯데마트(워싱턴)

   사업예산 : 14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생산업체 30개사 정도

  

※ 주요 품목 

   • 나물류 : 토란대(울진), 부지갱이, 명이, 곰취나물(울릉도)

   • 과일류 : 신고배 ․ 곶감(상주), 반건시(청도), 사과즙(의성), 배즙(영천)

   • 장  류 : 고춧가루 및 들기름(의성), 장류(경산, 청송, 포항)

   • 생선류 : 안동간고등어(안동), 멸치 및 건어물(포항, 울릉도)

   • 기  타 : 조미김(경산), 어묵, 젓갈류(칠곡), 떡볶이(구미), 오징어(포항)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시장성 검토/업체선정(道,

경북통상) → 사업수행(경북통상)

지원사항 

   상설판매장 임대료, 특판행사비, 시식비, 운송료, 통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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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바이오산업 중소기업 할랄시장 개척

◆ 도내 바이오 기업(농식품, 의약품, 뷰티제품등) 할랄시장 타겟

수출인증 취득 및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15개사 정도

   지원내용 : 해외 할랄인증 및 할랄시장 타겟 제품 디자인 비용

     • 중동·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시장 타켓 수출용 할랄인증 지원

(신규 할랄 인증 또는 연장, 할랄인증 사전 컨설팅)

     • 할랄시장 진출 제품 고급화를 위한 디자인 제작 및 개선 비용

        ※ 사업별 중복지원 불가, 자부담 20%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사항 

   정산 확정금액의 80% 지원(자부담 20%)

     • 신규 할랄 인증 또는 연장(최대 15백만원)

     • 할랄인증 사전 컨설팅(최대 3백만원)

     • 디자인 신규제작 및 개선 등 할랄시장 수출용 제품 고급화(최대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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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출유망상품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 도내 중소기업 수출유망상품 해외 홍보 및 바이어 상담 등에 

활용하기 위한 주요품목별(식품, 화장품, 소비재, 기계·부품·

소재 등) 외국어 통합 카탈로그 제작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1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품목별(식품, 화장품, 소비재, 기계·부품·소재 등) 외국어 통합 카탈로그 제작

     • 경북도 해외통상주재관 등 주요 해외거점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

     •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개최시 바이어 상담자료로 활용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 및 사업수행(유관기관) 

지원사항 

   기업별 주력제품 외국어 번역 및 카탈로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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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북수출기업협의회 활동 지원 

◆ 도내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간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수출정보 공유 및 수출애로 해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50백만원(도비)  ※ 기업 자부담 50백만원 정도

   지원대상 : 수출기업협회 회원사 400개사 정도

                 ※ 2014. 10. 27 창립  

  

• 조직현황 : 회장(1), 수석부회장(1), 부회장(4), 사무국장(1), 감사(1) 

  ※ 수출기업협의회내 글로벌퓨쳐스클럽 결성(5개)

   지원내용

     • 수출지원기관 합동사업설명회 개최 및 관련 시장정보 교류

     •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 신규 수출기업 발굴 및 멘토-멘티 연계 수출정보 공유 및 애로사항 해소

     •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공동(개별) 참가업체 우대

     • 전략시장개척을 위한 수출포럼 및 세미나 개최

     • 수출우수기업 현장방문 지원 → 수출초보기업 벤치마킹 기회제공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경북수출기업협회) 

지원사항 

   수출동향 세미나·포럼 개최, 해외전시무역사절단 공동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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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중소기업 무역통상 정보제공

◆ 국내외 무역정책,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지원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제공 등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수출기반 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7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5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해외시장 정보 및 경북도 지원정책 관련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 무역전문 주간신문 무료 배포

     • 스마트폰 앱 활용을 통한 경북도 통상뉴스 제공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사전 신규 거래선 발굴, 원부자재 

공급선,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업체 모집 및 사업 수행(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원사항 

   온라인 뉴스레터 및 주간 무역신문 무료 배포, 해외시장정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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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소기업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 서류, 샘플, 상품 해외배송을 위한 국제특송(EMS)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180백만원(국비 90, 도비 90)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300개사 정도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경북지방우정청) → 사업수행

(우정청) → 지원금 지급(道, 우정청)

지원사항 

   해외 수출물류비(EMS)의 약 30% 지원

     • 우정청 일괄계약 할인 12%, 道 20% 지원하여 총 30% 정도 지원

     • 업체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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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 자본력이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 대상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등의 위험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250백만원(국비 125, 도비 125)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200개사 정도

   지원내용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추진절차 : 계획수립(道) → 참가기업 모집(무역보험공사) → 사업수행(무역

보험공사) → 지원금 지급(道, 무역보험공사)

지원사항 

   업체당 연간 500만원 한도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3/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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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외 통상투자주재관 운영

◆ 해외 거점지역에 통상투자주재관을 파견·운영함으로써 현지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통상활동 지원, 

투자유치, 교류협력 업무 수행 

사업개요

   파견현황 : 5개국 7개소 7명

     • 미국 2명(뉴욕 1, LA 1), 일본 1명(동경), 중국 2명(북경 1, 상해 1),

인도네시아 1명(자카르타), 베트남 1명(호찌민)

   파견기간 : 2년 간(1년 연장파견 가능)

   파견형태 : 중소기업 유관기관(KOTRA, 경제진흥원, 경북통상 등) 파견

지원사항 

   지역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외국자본 유치 및 투자가 발굴·홍보

   외국 관광객 유치, 독도 홍보 등 도정 국제화 추진 지원

   주재지역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추진 등

문 의 처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국제통상담당(☎ 054-88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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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경상북도 해외통상투자주재관 파견 현황

(2018. 12월 기준)

통

상

투

자

주

재

관

미국(NY)

행정 5급
김 준 태

(金 俊 泰)

KOTRA Korea Business Center, New York
460 Park Av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USA
◦ Tel(사) +1-646-918-5860  Fax +1-212-888-4930 
◦ C.P   +1-201-655-9088
◦ Email  ufo@korea.kr

’18. 1. 1 
~ ’19. 12. 31

미국(LA)

행정 5급
김 경 호

(金 景 浩)

KOTRA Korea Business Center, Los Angeles
4801 Wilshire Blvd., #301, Los Angeles, CA 90010
◦ Tel(사) +1-323-965-0729 Fax +1-323-965-0730
◦ C.P    +1-714-332-7722
◦ Email   1207khk@naver.com

’17. 6. 1 
~ ’19. 5. 31

일본(동경)

행정 5급
오 태 헌

(吳 泰 憲)

KOTRA 東京貿易館內
日本國 東京都 千代田區 丸の內 3-4-1 新國際ビル 9階 
◦ Tel(사) +81-3-6269-9261 Fax +81-3-6269-9262
◦ C.P    +81-80-9973-2508
◦ Email  gbimp000@naver.com

’17. 8. 1 
~ ’19. 7. 31

중국(북경)

행정 5급
손 정 팔

(孫 正 八)

경상북도경제진흥원북경대표처
中國 北京市 朝阳区 大望京科技商务园区 浦项中心 A栋 29层 2903
◦ Tel(사) +86-10-8453-9319, 9320
◦ Fax    +86-10-8453-9302
◦ C.P    +86-185-1359-1698
◦ Email  sonjp08@naver.com

’18. 1. 18 
~ ’20. 1. 17

중국(상해)

행정 5급
김 종 구

(金 鐘 球)

경상북도경제진흥원상해대표처
中國 上海市 長寧區 延安西路 2299호 上海世界貿易商城(10층)
◦ Tel(사) +86-021-5238-6228
◦ C.P    +86-132-6297-7339
◦ Email  meesun0523@hanmail.net

’15. 8. 1 
~ ’19. 7. 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 5급
최 순 규

(崔 淳 奎)

경북통상(주) 자카르타사무소
Agro Plaza lantai 11, JI.H.R.Rasuna Said Kav. X-2
No.1, Kuningan, jakarta Selatan
◦ Tel(사) +62-812-9818-8555
◦ C.P    +62-811-9710-3700
◦ Email  skc6902@korea.kr

’18. 8. 1 
~ ’20. 7. 31

베트남
(호찌민)

행정 5급
권 혁 락

(權 赫 洛)

경상북도경제진흥원호치민사무소
Room 1009A, 10th Fl.,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 1, HCMC, Vietnam
◦ Tel(사) +84-28-3823-9186
◦ 국제인터넷전화 070-8836-5478
◦ C.P    +84-86-9088-128
◦ Email  rockwell7110@korea.kr

’17. 1. 23
~ ’19. 1. 22

국
제
교
류
원

중국
(길림성)

행정 6급
김 승 주

(金 承 朱)

(숙 소)中国吉林省长春市南关区东南湖大路2222号空军航空大学
137栋502号

(근무처)吉林省人民政府外事判公室 
◦ C.P    +86-137-5669-7670
◦ Email kimsong@korea.kr

’18. 2. 23 
~ ’20.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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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구경북 국제섬유박람회 개최지원

◆ 2002년부터 매년 개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시아 대표

섬유소재 전문박람회 개최(’08년부터 우리 道 참여)

사업내용

   기    간 : 2019. 3. 6. ~ 3. 8.(3일간) / 대구EXCO

   대    상 : 300개 업체 정도   * 대구경북 소재 기업

   사 업 비 : 1,700백만원(도비 100, 대구시비 900, 민자 700)

   추진기관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사업내용 : 원사 ․직물소재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주 연계 지원 등

추진방법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업체(신청) → 추진기관 →  기업 선정 → 기업별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 (1월) 박람회 참여 공고→지원 기업 선정 →기업별 컨설팅 지원

     • (3월~) 참여기업 사후관리 지원

기대효과

   FTA에 대비한 지역 섬유기업의 마케팅능력 제고 및 해외 판로개척

   기업 역량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글로벌 명품기업으로 성장 가능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탄소섬유담당(☎ 054-88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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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섬유수출상담회 개최지원

◆ 실질 구매력을 가진 해외 유망바이어와 지역 섬유업체 간 

   1:1 맞춤형 섬유 수출상담회 개최

사업내용

   기    간 : 2019. 1월 ~ 12월

   대    상 : 10~20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90, 민자 50)

   추진기관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사업내용 : 수출상담회, 비즈니스간담회 및 신규 해외바이어 확보 등

     • 2019 두바이 국제섬유박람회 참가(’19년 4월 中)

     • 참가규모 : 20여 개국, 2980여개사(경북 10개사 예정)

추진방법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업체(신청) → 추진기관 → 기업 선정 → 기업별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 (1월) 상담회 참여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기업별 컨설팅 지원

     • (4월~) 참여기업 사후관리 지원

기대효과

   지역 섬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해외경쟁력 제고

   지역업체가 개척하지 못한 신규시장 및 거점지역 바이어 확보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탄소섬유담당(☎ 054-88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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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 섬유전시회 참가지원

◆ 세계 5대 섬유박람회(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두바이)에

브랜드벨류가 낮아 자체 참여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의‘경북섬유

공동관’참가지원

사업내용

   기    간 : 2019. 1월 ~ 12월

   대    상 : 10~20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140백만원(도비 90, 민자 50)

   추진기관 :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사업내용 : 전시회 참가지원, 트렌드 분석,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등

     • 2019 패션월드도쿄 박람회 참가(’19년 10월 中)

     • 참가규모 : 34개국, 830개 참가업체(경북 10개사 예정)

추진방법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업체(신청) → 추진기관 → 기업 선정 → 기업별 컨설팅 지원

   추진일정

     • (8월) 전시회 참여 공고 → 지원 기업 선정 → 기업별 컨설팅 지원

     • (10월~) 참여기업 사후관리 지원

기대효과

   지역 섬유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해외경쟁력 제고

   세계 최대 규모의 섬유전시회 참여로 비용대비 큰 효과 기대

문 의 처   경상북도 미래융합산업과 탄소섬유담당(☎ 054-88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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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기업 수출지원 프로젝트

개    요

   목    적 : 성장가능성 높은 물기업 발굴·지원하여 글로벌 강소 물기업 육성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경북도내 소재한 도내 물기업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예산 : 350백만원(도비 350)

사업내용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

     • 대 상:수출 실적이 있거나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18년 4개사 정도 선정)

     • 지원사항

      ‣ 선도기업 지정서 수여, 기업맞춤형 수출지원(기업당 10백만원)

      ‣ 수출지원사업 우선권 부여, 수출정보 제공, 기업간 네트워크 구성 등

   기업맞춤형 수출지원

     • 목 적 : 기업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역량 강화 도모 

     • 대 상 : 물산업 선도기업 20개사(기업당 10백만원, 6개 항목 중 기업 선택

사업 추진)

     • 지원항목 : 홍보물․수출용 시제품 제작, 수출포장 및 물류, 해외규격인증,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등

   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목 적 : 해외마케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기회 제공 

     • 사업규모:해외시장개척단 1회, 해외전시회 참가 1회

     • 지원항목:편도항공료,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운송료, 부스설치비 등 

     • 주요내용:물기업 제품 홍보, 물기업과 바이어간 1:1상담, 시장조사 등

기대효과

   물기업의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제품의 신뢰도 ․ 가치 향상

   마케팅능력 제고 및 해외 판로개척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물산업과 물산업정책팀(☎ 054-88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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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 청년 등 미취업자의 취업난과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 취약계층의 정규직 촉진을 통한 근로 여건 개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군비 1,500)

   지원대상 : 500명(청년 등 미취업자,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등 취업애로 계층)

     ※ 인턴참여기업 : 도내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법상)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 및 근속장려금 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인턴기간 2개월, 정규직 전환 10개월)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정도(기업 2백만원, 근로자 3백만원) 

추진일정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 ’18. 12월

   인턴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 선발 : ’19. 1월 ~

   사업 추진 : ’19. 1 ~ ’19. 12월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19. 12월

기대효과

   청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해소로 지역고용 안정화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정책담당(☎ 054-8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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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년-기업 맞춤형 인력매칭 사업

◆ 기업·대학·전문기관 등이 상호 협업을 통해 청년취업 교육

훈련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300명(청년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 훈련수당 지원(1인당 월 40만원)

     • (교육훈련기관) 교육위탁훈련비 지원(1인당 월 60만원)

     • (참여 기업) 청년고용 인센티브 제공(고용환경개선비 지원)

추진일정

   기본계획 수립 및 참여기업 모집 : ’19. 1 ~ 2월

   전문교육기관 선정 및 직업훈련 참여자 모집 : ’19. 3월

   사업 추진 : ’19. 4 ~ 12월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19. 12월

기대효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청년고용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취업담당(☎ 054-8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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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북청년 복지카드 지원

◆ 청년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청년근로자의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선용 등 복지 향상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월 ~ 2019. 12월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

   지원대상 : 1,300명(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내용 : 건강관리, 문화여가 활용, 자기계발 등을 위한 복지카드 지원

     ※ 1인당 100만원 복지카드 지급

추진일정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카드발급 은행 선정 : ’19. 1 ~ 2월

   업무협약 및 사업 홍보 : ’19. 3월

   사업참여 대상자 접수・선정 및 카드 지급 : ’19. 3 ~ 12월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19. 12월

기대효과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 구인난 완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정책담당(☎ 054-88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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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 청년 및 중장년층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고용촉진 

사업내용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시군비 1,400)

   지원대상 : 지역소재 일자리창출 우수중소기업 

     • 전년도 12월말 고용수준(인원)을 유지하면서 2019년도 청년 및 중장년층

신규 고용실적이 우수한 경북소재 중소기업

   사업내용 : 신규 고용실적 우수기업 및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에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근로환경개선비 지원

추진방법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19. 1월 ~ 2월

   사업홍보 및 공고 : ’19. 3월

   사업추진 : ’19. 3월 ~ 12월

   사업성과 분석 및 피드백 : ’20. 1월

기대효과

   고용복지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고용환경개선으로 근로자들의 이직률 감소

   지역 우수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문 의 처   경상북도 일자리청년정책관 청년취업담당(☎ 054-88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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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글로벌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 성장의지와 잠재력 있는 유망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선정

하여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기    간 : 2019. 1 ~ 12월

   대    상 : ’19년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업체 10개사 정도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추진기관 : (재)경북테크노파크

   사업내용

   •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성장전략 수립, R&D과제 기획

    • 글로벌강소기업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진방법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 참여 희망기업 신청모집·평가 → 선정결과 발표(중기부) → 선정기업 지원

협약 체결 → 프로그램 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일정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계획에 맞추어 추진

기대효과

   기업 경쟁력강화를 통해 성장단계의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육성 

   R&D, 마케팅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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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북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창업기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시장 진출 발판 마련에 따른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기    간 : 2019. 1 ~ 12월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도내 유망 스타트업 10개사 정도

   사업내용 : 우수 아이템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지원 및 펀딩 성공 시 도비

매칭 사업화 지원

    • (투자유치지원) 펀딩 등록을 위한 컨설팅,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등

    • (사업화지원) 펀딩 성공한 기업 대상으로 사업비 매칭하여 사업화 지원

추진방법

   ’19. 1~ 2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19. 3~ 4월 : 참여 신청기업 심사 및 선정

   ’19. 5~ 8월 : 펀딩 참여

   ’19. 9~12월 : 사업화지원 및 사후관리

기대효과

   혁신적 아이디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우수 기술의 사업화 및 기업 경

쟁력 강화 지원

문 의 처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 벤처지원담당(☎ 054-880-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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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으로 위해 요인을 제거하여 화학사고 

예방

사업내용

   기    간 : 2019. 2 ~ 12월

   대    상 : 30개 업체 정도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 300, 시군 300, 자부담 400)

   추진기관 :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내용

     •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밀 안전진단 및 기술지원

     • 노후시설 개선 및 사고예방 시설(누출탐지기) 설치 ․ 보강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매뉴얼 구축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추진방법

   시설개선 사업 지원 절차

     • 업체(신청) → 시군 → 도(기업 선정) →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추진일정

     •시설개선 사업 수요조사 → 사업 신청서 제출 → 최종 사업장 선정

     • (3~6월) 사업장 정밀안전 진단 실시, (7~11월) 노후 시설 개선사업 실시

기대효과

   영세 중소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화학사고 예방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밀안전 진단 및 시설개선을 통한 화학사고 선제적 대응

문 의 처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환경관리팀(☎ 054-880-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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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

◆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관리로 오염물질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지역 대기질

개선

사업내용

   기    간 : 2019. 1. ~ 12월

   사 업 비 : 237백만원(국비95, 도비14, 시군비33, 자부담95)

   부착대상 : 대기 1~3종 사업장 중 일정규모 이상 시설, 7개 항목 측정

   지원대상 : 6개 시·군 10개소(계속 9, 신규 1)

   사업내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정도관리비용 지원

     •노후화된 측정기 신규 설치비용 지원으로 측정데이터 신뢰성 확보

추진방법

   사업추진절차

     • 사업장(신청) → 지자체 → 환경부(선정) → 설치비 및 정도관리비 지원

   추진일정

     • 수요조사 (Y-1) → 지자체 → 최종 사업장 선정(환경부)

     • (1~12월) 정도관리비 지원 및 노후시설 내년도 신규 설치 재원 확보

기대효과

   대기오염물질 굴뚝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운영으

로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비 및 정도관리비용을 지원

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감경

문 의 처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환경지도팀(☎ 054-88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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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유도

사업내용

   기    간 : 2019 1. ~ 12월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600, 도비180, 시군비420, 자부담300)

   대    상 : 도내 대기 4~5종 사업장 4,251개소

   지원대상 : 4개 시·군 27개소

   사업내용 

     •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방지시설 설치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

추진방법

   사업추진절차

     • 사업장(신청) → 시·군(선정) → 방지시설업체 선정 →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 → 사후관리(자가측정)

   추진일정

     • 최종 사업장 선정(’18. 12월) → 방지시설업체 선정 및 착공(’19. 1월)

     • 방지시설 준공 이후 3년간 사후관리(자가측정)

기대효과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및 민원유발 사업장개

선으로 도내 생활환경 개선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설치비용 부담 경감

문 의 처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환경지도팀(☎ 054-88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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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사랑방 운영

◆ 자문위원 POOL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상담 및 현장애로기술

지원과 다양한 사업정보 제공으로 기업애로 조기 해결5

사업개요

   기    간 : 2019. 1 ~ 12월

   분    야 : 창업경영, 기술개선, 판로, 세무 ․노무 ․ 회계 ․ 법률, 통 ․ 번역 등

사업내용

   경영 및 산업현장 기술자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접수 및 추천(580억원), 사후관리

   청년창업자금 접수 및 추천(20억원), 사후관리

   벤처기업 육성자금 접수 및 추천(30억원), 사후관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도 3,300억원)

   외국어 통 ‧ 번역 지원

   자료실 운영

상담방법

   인터넷

     • 일반상담 등

www.gepa.kr ➜ 상담·고객센터 ➜ 일반상담·통번역

문 의 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50,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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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추진

◆ 시·군 종잣돈으로 중소기업 성장의 기초체력을 다진 후 경제

진흥원 주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사업개요

   1단계 : 매뉴얼 사업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

     • 사전진단 : 핵심 지원분야 및 성장기반 구축 코칭을 통한 매뉴얼 사업매칭

     • 사업추진 : ‘선정심의위원회’ 매뉴얼 사업 최종 선정 및 추진

     • 성과분석 : 사업추진 후 추가 매뉴얼 사업 지원 또는 연계프로그램 운영 결정

      ⇒ 중소기업 기초 역량강화를 위해 선순환적인 매뉴얼 사업 지원

   2단계 : 경제진흥원 주도의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

     • 기업 needs 반영하여 정책자금, 실라리안 지정, 국내·외 판로개척, 국비사업 

등 진흥원 지원사업 우선 지원

      ⇒ 매뉴얼 사업을 통해 기초체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집중 및 관리로 궁극적으로 시·군을 대표하는 기업육성

기대효과

   기업 성장단게에 맞는 매뉴얼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강소기업 육성

   시·군과 진흥원의 협업을 통한 성공적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epa.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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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지원

◆ 해외 유망 전시회(상담회)를 포함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동 역량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체

   지원분야 : 종합품목(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 기계 ․ 부품 등)

   주요사업

     • 해외전시회 단체관 및 개별 참가지원

     •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 물산업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글로벌수출중소기업발굴육성(수출SMART)

     • 수출유망기업 일자리 플러스원

     • 해외지사화, 시장조사, 세일즈출장, 통번역 지원사업

     • 중소기업 무역통상 정보제공

     • 경상북도 해외사무소 운영지원

     • 국제교류, 해외투자유치사업

기대효과

   도내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개선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수출역량 강화

사업참여

   홈페이지(www.gepa.kr) 공지사항 참조(사업일정 확정 시 공지사항 게재)

문 의 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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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성장 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지원대상 :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지원규모 : 8개사 정도

   지원범위 :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업 자부담 100만원 포함)

   사업내용 

      •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 구축 컨설팅

   지원내용 : 3단계로 나눠 기업현황에 맞는 단계별 참여 유도

      • 1단계 :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인증, 특허 지원

      • 2단계 : 정부R&D과제 기획 및 발굴, R&D프로세스 최적 사업도출 

      • 3단계 : 연구개발(R&D)과제 기획 보고서 및 기존 정부과제 탈락업체의

원인 분석·집중 컨설팅 실시

기대효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기업의 기초 R&D역량 발굴 및 전략수립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참여

   홈페이지(www.gepa.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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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더 좋은 일자리 적극 창출

◆ 경북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 밀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지원대상 : 도내 구인기업 및 구직자

   지원분야 : 구인·구직 상담, 취업지원, 사후관리

   주요사업

     • 취업알선, 구직자 동행면접 지원

     • 기업 맞춤형 고용알선, 일자리 정보 취업포털 연계·확산 사업

     • 구인기업 내방면접 지원

     • 일자리 Job는날 행사 개최, 찾아가는 취업상담지원

     • 구직자 잡 클리닉(교육, 컨설팅)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 지원

     •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차량 운영 등 현장위주 취업상담 및 진로 코칭

     • 청년 해외인턴·취업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지원

     • 권역별 대학연합 취업캠프 개최 지원

     • 청년 일자리 인식개선 지원

기대효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별 교육·컨설팅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참여

   홈페이지(www.gepa.kr) 공지사항 참조(사업일정 확정 시 공지사항 게재)

문 의 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054-470-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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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보증 개요 및 절차

신용보증제도

   담보력이 미약한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능력과 신용등급 및 사업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평가로 이들 기업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에 손실을 입힌 기업

- 신용관리정보 등재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사치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동시 이용중인 기업

- 사업성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불량한 기업

보증절차

보증상담   •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

보증신청 및 접수   • 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용조사   • 사업장 방문을 통한 업체 현황 조사

↓

보증심사   • 보증지원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 결정

↓

보증약정체결   •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날인,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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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보증 종류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보증
원재료의 구매, 생산, 판매활동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중인 중소기업

보증한도 : 8억원 이내

   제 조 업(운전자금) : 당기매출액의 1/3(4개월) 범위 내

   비제조업(운전자금) : 당기매출액의 1/4(3개월) 범위 내

   시설자금 : 생산시설의 도입, 설치에 필요한 자금 범위 내

상환기간

   운전자금 : 1년(1년 단위로 연장)

   시설자금 : 세법상 내용연수 이내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보증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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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정책자금 : 7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기업)

   일반자금 : 50백만원 이내

상환기간 : 5년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 보증부 서민대출 보증
신용 및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계층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보증지원

지원대상 : 개인신용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등

보증한도

   저신용·저소득 사업자(무등록 사업자 포함) 운영자금 : 2천만원 이내

   고금리 대출 대환자금 : 3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담보부 창업자금 : 5천만원 이내

상환기간 : 5년 이내

신 청 처 : 단위농협, 단위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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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취약계층에게 사회활동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지원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대상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대상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보증한도 : 4억원 이내(신보, 기보 및 재단의 기존보증금액 포함)

상환기간 : 5년 이내

취급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은행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 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례보증
사업규모가 작은 지역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서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일반기업 : 2천만원

   우대기업 :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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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신청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업체

     • 장애인기업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컨설팅·교육 이수업체 : 재단의 컨설팅·교육 이수 업체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 또는 1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 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취급금융기관 : 농협·대구·기업·하나・씨티·국민·우리·신한·SC은행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와 고용 기회확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상환기간

   운전자금 : 7년 이내

   시설자금 : 대출기한 이내

취급금융기관 : 시중은행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의 재단 영업점에 신청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

158

03 영업점 현황

◈ 재단 영업점 및 관할지역

구  분 주  소 관할시 ․ 군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부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1층)
구미, 군위, 칠곡

(054)476-3214

(054)474-7120

포항지점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남금융센터 3층)
포항, 영덕, 울진

(054)283-2730

(054)283-2704

울릉·독도

출장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1길 9

(농협은행 울릉군지부 1층)
울릉

(054)791-8994

(054)791-8995

경산지점
경산시 원효로 15

(농협은행 경산시지부 3층)
경산, 청도

(053)811-0790

(053)811-0793

안동지점
안동시 남문로 20

(대구은행 안동지점 3층)
안동, 영양, 청송, 의성

(054)854-3300

(054)854-3340

경주지점
경주시 중앙로 32

(국민은행 경주지점 2층)
경주

(054)777-0140

(054)777-0139

영주지점
영주시 번영로 149

(대구은행 영주지점 2층)
영주, 봉화

(054)631-8300

(054)631-8302

김천지점
김천시 김천로 154

(농협은행 김천시지부 3층)
김천, 고령, 성주

(054)433-1300

(054)434-1310

영천지점
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영천영업부 3층)
영천

(054)336-6800

(054)336-6900

문경지점
문경시 중앙로 141

(농협은행 문경시지부 3층)
문경, 예천

(054)556-7400

(054)556-7404

상주지점
상주시 상산로 260

(농협은행 상주시지부 3층)
상주

(054)531-3500

(054)53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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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성주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부서 054-930-6432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26-2601

http://www.smba.go.kr/daegu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주 054-476-9340

소상공인지원센터

안동센터 054-854-3281

구미센터 054-475-5682

포항센터 054-231-4363

경주센터 054-776-8343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대구센터 053-251-5600

구미센터 054-440-0730

포항센터 054-271-4900

경산센터 053-859-900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1600-7119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053-753-7531~3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053-524-2110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 054-470-8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