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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

9-1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 

    (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주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사업주,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

지원 요건

◦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

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주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18년 7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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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피보험자 수가 단축한 달의 직전 3개월보다 증가

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연간 480∼1,200만원 지원(최대 3년)

◦ 기존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l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연간 120∼480만원 지원(최대 2년)

◦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l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 지원(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 1~2%)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 의 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고용노동부：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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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9-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

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①고용센터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저소득층)｣, ②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
력향상프로그램｣, ③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재도약프로그램｣, ④장애인고용공단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준비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⑤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⑥여성가족부 운영 ｢학교밖청소년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 학교｣, ⑦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⑧제대군인지
원센터 운영 ｢취업워크숍｣, 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특화훈련｣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비상근 촉탁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로 예외 규정

✔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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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 360만원) 1년간 지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고용창출장려금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지원 대상자 채용

(사업주)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8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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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9-3
고용창출장려금(정규직 전환지원)

지원 규모   예산 181억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촉진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①부동산업(68), ②일반유흥 

주점업(56211), ③무도유흥 주점업(56212), ④기타 주점업(56219), ⑤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5인 미만 기업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

(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포함), 또는 주로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여 1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최저임금의 100% 이상 지급

◦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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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최저임금법 제5조1항 및 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미만, 외국인 근로자은 지원제외 (단,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원)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월 9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

◦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수의 120% 한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는 한도 없음

추진 절차

�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및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고용노동부：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 참조

◦ 관련 고시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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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9-4
|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인정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규모 전국 약 30,000개사 내외

지원 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계속사업장은 각각의 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산재보험 가입업종이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 제조업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받거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기단축하면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청구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 (근로시간 조기단축)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근로시간

단축확인서를 받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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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유효기간 및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근로시간 단축: 2021년 6월 30일까지, 10%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사업주가 2개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모두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인하율은 다른 재해예방활동 인정에 합산하여 인하율 적용 

신청･접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www.kras.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심사･평가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인정심사 

후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인정

◦ (사업주교육) 사업주교육 이수 및 산업재해예방 계획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제출

제출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및 상시근로자 증명 자료

▪ 상시근로자수 증명 자료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전년도 임금대장 사본

②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서 제출자료) 

③ 전년도 산재보험 보수총액(수정) 신고서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가입신청)서

②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영업 개월 수로 나눈 수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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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소기업(원· 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9-5
|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지원 규모 983억원

＊ ’19년 지원현황(11월 기준) : 사업장 6,036개소(576억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제조･서비스업 등 건 설 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고용부, 공단, 민간위탁기관의 감

독･점검･기술지도를 받은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및 

사업주(건설업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 

구 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건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지원한도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1명당 200만원 범위 내)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요율 상위업종 등)

•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원

• 사업장 당

최대 2,000만원

지원비율

(건설업)

20명 미만

(10억원 미만)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60%

(단, 3억원 미만은 65%)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70%
※ 일부 양산품에 한하

여 정액 지원
20명 이상

(10억원 이상)
공단판단금액의 50%

※ 일부 양산품에 한하여 정액 지원

• 공단판단금액의 50%
※ 설치면적구간별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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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클린사업장 인정 : 온라인(http://clean.kosha.or.kr) 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 접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업)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접수(연내 온라인 접수 예정)

＊ 관련서식 : http://clean.kosha.or.kr → 고객센터 → 서식모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위험성평가표 등 

처리 절차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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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9-6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 규모 50,000개소(350,000명) (예산 377억)

＊ ’18년 지원현황 : 40,024개소(179,940명) (예산 377억)

지원 대상

◦ 20인 미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보유사업장 전체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별표 22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사업장

✔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지원 내용

◦ 비용지원

▪ ’19년 기준 작업환경측정 비용 70%(한도 40만원), 특수건강진단

1차 2차 검사 및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액

＊단, 작업환경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한도 100만원)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당 최대 19명까지 지원

신청･접수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통한 연중 수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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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장 근로자수 확인을 증명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제출

처리 절차   

문 의 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Tel : 052-703-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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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중소벤처기업부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21개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9-7
| 취약직종 노동자의 건강형평성 제고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50인 미만 사업장 및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예산 124억)

* ’18년 지원현황 : 근로자건강센터 이용 노동자(179,315명)

지원 대상

◦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질병 조기발견)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

▪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직업병예방 등 전문 건강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

▪ 금연, 절주, 영양프로그램 등 생활습관개선이 필요한 노동자

◦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 노동자

▪ 콜센터상담원, 보육교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제외되는 취약직종 노동자

지원 내용

◦ 분야별 전문 건강상담 및 안전보건교육 지원

▪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상담 등

＊ 센터 전문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근골격계전문가, 상담

심리전문가

◦ 지원형태 : 내방상담, 센터 전문가의 이동상담(찾아가는서비스), 화상상담

▪ 직종별 모든 유해요인(Job Hazards) 파악 → 건강영향 안내(교육 차원의 기초정보 

제공) → 전문 건강상담 방향 설정(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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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전국 21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

제출 서류 근로자건강센터 건강상담(전문교육) 신청서 

처리 절차   

방문
신청서 제출 및 
기초자료 작성

건강상담* 효과평과 환류

＊ 직업병예방,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작업환경 등

문 의 처 전국 21개 근로자건강센터(분소)

           <근로자건강센터 연락처>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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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 도모

9-8
|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 지원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 규모 ’20년 예산: 172억원

＊ 지원현황(’19. 11월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23개소,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25개소 지원 

지원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 지출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 금액의 50% 매칭 지원(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20억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

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매년 10억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매칭 지원(3년간 매년 6억원 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원청-하청 등 둘 이상의 기업 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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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강화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매칭 지원율, 지원액 및 지원기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공동

근로복지기금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출연한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대한 지원 한도 확대

＊ 출연금의 50% 범위,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 100%, 5년간 20억원 지원

신청 및 접수

◦ 근로복지공단 우편(팩스) 또는 방문, 온라인 E-mail 접수

＊ (주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4층 복지계획부

        (팩스) 0502-267-3230

         (온라인 E-mail) ansology@kcomwel.or.kr / qumran7@kcomwel.or.kr

제출 서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시에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 근로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신청 시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신청서식)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우측의 바로가기: 서식자료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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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금법인 공단 기금법인 공단 공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심사 및 결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지원금 지급  

지도･점검

(복지시설)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서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AAA 기금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서 하며, 기금법인 설립 이후의 근로복지기금

지원업무는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QQQ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나요?

AAA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기업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료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052-704-7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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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 지원

9-9
|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2020년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폐지 예정

지원 규모 7,500명 (예산 144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616개 기업, ,584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舊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보전확인 후 지원) : 임금감소액을 보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원

▪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원(단, 임신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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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임금의 80% 한도로 월 60만원(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 2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전·후) 등

처리 절차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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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사업

9-10
| 유연근무제도 확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지원 규모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8,200명 (예산 150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1,023개 기업, 12,038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유연근무제 지원 유형

시차

출퇴근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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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인원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1주당 지급액 연간 총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10원 5만원 520만원 260만원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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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구축형 그룹웨어, ERP, 원격접속,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업무용 소프트웨어, 기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등

직접 지원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

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9-11
|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

지원 규모 재택·원격근무 활용기업 50개소 (예산 7억원)

* 2019년 지원현황 : 26개 기업, 311백만원 지원(‘19.10월말 기준)

지원 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의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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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원격근무자

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컨설팅]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등

신청･접수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제출 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인프라구축 견적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사업시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제도 안내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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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널리 알리고 근로

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대· 중소기업(원· 하청)간 복지격차 

완화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9-12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업복지 컨설팅

지원 규모 ’20년 예산: 265백만원

     * 지원현황( ’19. 11월말 기준): 컨설팅 지원건수 1,972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근로복지넷’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존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장

지원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희망 사업장에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컨설팅 실시 

* 컨설팅 횟수: 기본컨설팅 1회, 심화컨설팅 1회, (도입희망시) 도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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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컨설팅에 집중

▪ 분야집중: 선택적 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EAP, 퇴직연금 → 공동근로복지기금

◦ 컨설턴트 확대 재편

▪ 컨설턴트 확대: 공인노무사, 기업복지전문가 → 노무사, 세무(회계)사, 법무사, 기업복지

전문가

신청･접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회원 가입 ► 기업복지컨설팅 ► 설명회/컨설팅 신청

처리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근로복지넷

기업회원가입

온라인신청

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서 

접수처리

권역별 컨설턴트

에서 매칭하여 

투입

컨설턴트의 

방문 컨설팅

컨설턴트가 컨

설팅 결과보고

서 제출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52-704-7356)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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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9-1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등 규모 관계없이 지원)

＊ (’18년) 우선지원 대상기업 153천개소, 2,822천명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 훈련 수료인원 × 훈련시간 × 직종별 지원단가 × 기업 규모별 지원율*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100%, 1,000인 미만 60~80%, 1,000인 이상 40%

신청･접수 훈련기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분사무소, 직업훈련정보망

(www.hrd.go.kr)

제출 서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비 지원신청서 등

처리 절차

훈련과정 
인정신청

훈련과정 
인정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훈련비용 
신청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사업주/

위탁훈련기관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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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9-14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및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노동자는 30인 

이상도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지원이 안되는 사업주

✔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지원 내용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일용노동자는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

- 법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제외대상자)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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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9~11만원 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5인 미만) 월 11만원, (5인 이상) 월 9만원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최저임금 인상률(2.87%) 감안, 월 보수 기준 상향 조정(210만원 → 215

만원 이하), 지원금액 인하(15/13만원 → 9/11만원)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서면 등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출 서류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고용보험 신고서  * 온라인 신청가능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접수
요건 심사

(근로복지공단)
지급 결정 통보

지급
(노동자 고용유지시 

월별 자동 지금)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은 1588-0075

◦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서식 등 세부정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0년 지원시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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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이 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등 3자가 기여하는 자산형성 사업

9-15
|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14만명

＊ ’19년 : 청년 10만명 신규지원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채용 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단,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문화컨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1인 이상

＊ 매출액 3년평균 3천억 초과 중견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②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발행, 2018) 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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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2년 근속 시,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1,600만원 

목돈 마련

①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납입 (매월 12.5만원)

② (기업→청년) 정부로부터 채용유지지원금 2년 450만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③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적립)

신청･접수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

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접수

선발 심사 주요내용

◦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해당 여부, 정규직 여부 등

◦ 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로자 수 확인 등 

처리 절차 반드시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워크넷)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운영기관)

기업, 청년 청약신청

(www.sbcplan.or.kr)

공제금 적립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중진공→

청년, 기업)

공제금 만기 지급

(중진공→청년)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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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9-1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사업주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업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 ｢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시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지원 요건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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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직전연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

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제출 서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청년신규채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 소식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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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 제도입니다.

9-17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일정 조치를 한 사업주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아래(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업주

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고용유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②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고용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 ･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

▪ (고용유지)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한 경우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 등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금(’18.7.3. 시행)

▪ (감원방지)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 해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인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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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국가, 지자체로 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 시스템  

(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총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내용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②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처음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1호 인센티브)

▪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주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1개월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일괄 지급

◦ 대체인력의 임금 지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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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지원인원 한도는 없으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주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지원신청 가능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월 60만원→월 80만원)

신청･접수

◦ 오프라인 신청: 제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제출 서류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②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처리 절차

제도 도입 및 활용 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고용센터 고용센터→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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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여성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AA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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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9-18
|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규모 2,200건 목표 ( ’20년 예산: 187억원)

＊ ’19년 지원현황 : 2,132건 지원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컨설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

업에 한하여 지원

▪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은 근로자수 50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지원

* 고용보험에 가입된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교육청 등 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소’처분을 받은 지 3년 이내

사업장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무료 지원

  * 단,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의 30% 자부담

◦ (지원분야) ① 근로시간단축, ② 인적자원관리, ③ 인적자원개발

▪ 교대근무 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등 마련

▪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평가 시스템

▪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17

▪ 조직 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 근로자 참여적 작업조직 구성을 통한 혁신 활동 지원

▪ 경영전략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한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원 등   

◦ (지원기간)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수에 따라 상이(최대 21주)

신청·접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예산 및 물량 달성 여부에 따라 연내 마감될 경우 차년도에 심사 선정 후 지원

  <심사·평가 주요내용>

구분 평가항목

사업장 여건
업종․규모별 적정성
사업장이 갖춘 인적․물적 인프라 적정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도입의지
경영자 및 근로자의 혁신의지, 실행가능성
노사간 상호작용 극대화

수행효과성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모범사례 및 파급효과

＊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 및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제출 서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 비고

컨설팅 신청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컨설팅 수행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사업자등록증 사본(PDF)

근로자규모입증서류 4대보험 중 택일(PDF)

고용보험완납증명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증명서(PDF)

노사대표합의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정보활용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업 및 업로드(PDF)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18   중소벤처기업부

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심사

선정
➜

협정

체결
➜

진단 

및 

분석

➜
제도

설계
➜

사후

관리

문 의 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176, 1167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한 사업장에 동일한 영역으로 연속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가요?

AAA 연속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장 선정 심사 시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컨설팅 수행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및 연계성, 사업장 참여 및 협조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 결정합니다.

QQQ 컨설팅 완료 후 제도 도입이 어려운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AA 컨설팅 완료 후 3개월간 이행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도 

설계안이 사업장 내에 안착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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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에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웹보안 강화 서비스

(웹취약점 점검, 웹셸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9-19
| 중소기업 웹보안 강화 및 디도스 공격 대응 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내 지원 기업 수 제한 없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중견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유의사항> 서비스 종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 

제출이 미비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웹보안 강화 서비스 및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무료 제공

◦ 웹취약점 점검 

▪ 해킹 사고에 많이 악용되는 홈페이지 취약점(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서 제공

◦ 웹셸 탐지도구(휘슬)

▪ 공격자가 원격에서 웹서버에 악의적인 명령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파일인 웹셸 및 악성

코드 은닉사이트를 검출하는 소프트웨어

◦ 웹방화벽(캐슬)

▪ 홈페이지대상 해킹 공격 시도를 사전에 탐지·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 홈페이지로 향하는 DDoS 트래픽을 분석, 차단하여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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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각 서비스 전용 이메일로 송부

웹취약점 점검
웹셸 

탐지도구(휘슬)
웹방화벽(캐슬)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신청서 

안내

boho.or.kr > 

보안서비스 > 

웹 취약점 점검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휘슬

boho.or.kr > 

다운로드 >

휘슬/캐슬 > 캐슬

boho.or.kr > 

보안서비스 > 

사이버대피소

이메일 

주소

toolboxadmin

@krcert.or.kr

whistl2010

@krcert.or.kr

cas-

tle@krcert.or.kr 

antiddos

@krcert.or.kr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처리 절차

◦ 웹취약점 점검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점검 수행
(KISA) 점검 보고서

제공

◦ 웹셸탐지도구(휘슬) / 웹방화벽(캐슬)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KISA) 기술지원
(기업) 서비스 이용

◦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기업) 신청 (KISA) 적격심사
(KISA) 서비스 안내 

및 입주 진행
(KISA) 실시간 방어

문 의 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침해대응단 (웹취약점 점검/휘슬/캐슬) 

02-405-5562,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02-405-5164

◦ 자세한 사항 보호나라 홈페이지(boho.or.kr) 참고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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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하고, 

홍보 마케팅, 사회공헌, 제품개발, 환경개선, 조직문화개선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

9-20
| 예술가와 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및 기업 혁신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지원 규모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과업 해결을 원하는 200여개 기업 (예산 81억원)

＊ ’18년 지원현황 : 232개 기업․기관 지원(예산 81억원)

지원 대상

◦ 예술(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예술인과의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기업

◦ 예술인과의 협업활동 및 지원(공간․재료비 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행사 등 참여 가능한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종교기관, 정치적 이익집단 및 관련 기관의 소속단체

✔ 학교 및 사회예술강사, 생활문화센터 강사 등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업

✔ 공공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예술관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을 섭외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예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해당 사업을 

운영 할 예술인을 섭외 할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 기업이 수행해야 할 고유 업무 또는 단순 업무의 지원을 예술인에게 요구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업이 제출한 과업 해결을 위해 예술인 4~5명을 6개월간 파견(예술인 

1인당 6개월 간 120~130만원 활동비 지원)

◦ 과업 해결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컨설팅, 모니터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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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0년 1월중 공고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http://goartist.kawfartist.kr)에서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 내용

작성의 성실성 10점 ‣ 지원신청서 각 항목별 제시된 내용‧분량을 성실히 작성하였는가?

사업의 이해 30점
‣ 본 사업에 대한 이해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예술협업 역량 20점
‣ 파견지원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는가?

협업주제의 

적절성
20점

‣ 지원신청 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적절한가?

‣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가능성이 있는가?

예술협업 

지속가능성
20점

‣ 신청 기업‧기관의 내‧외부 환경 및 협업주제가 지속적인 

예술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가?

합계 100점

제출 서류

◦ (필수) 사업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해야 사업에 참여 가능

◦ (선택) 기업 소개 자료 1부. 

     ※ 기업 소개 자료는 예술인 매칭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처리 절차

사업신청 심사 예술인 매칭 과업수행

2020년 3~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4월 중 2020년 5~10월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사이트

(goartist.kawfartist.kr)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성 검토 

과업을 함께 해결할 

예술인(4~5명) 매칭

매칭된 예술인과 과업 

수행(6개월)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가치확산팀 (02-366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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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의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 형 벤처기업 발굴하여 육성･

지원합니다.

9-21
|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의 발굴 및 창업· 사업화 지원

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

지원 규모 관광분야 예비 및 창업초기기업(’20년 예산 8,514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약 115개 기업 지원(3,402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사업 창업 및 사업 고도화 지원 필요 기업

◦ 예비관광벤처사업 :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 초기관광벤처사업 : 창업 3년 미만(공고일 기준)

◦ 성장관광벤처사업 : 창업 7년 미만(공고일 기준)

◦ 재도전관광벤처사업 : 재창업자(공고일 기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당해년도 공모전에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응모자 이름을 바꾸어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유의사항 등

◦ 공모전 시작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응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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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창업초기기업과 관광벤처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육성 지원

▪ 사업화 자금 지원 : 단계별 약 3~5천만원 내외(자부담 매칭/확정금액은 공고안 확인)

＊ 사후원가정산(선집행, 후정산), 아이템개발비, 인프라지원비, 홍보 및 마케팅비, 아이템

고도화비 등으로 활용 가능(세부내용은 공고안 참조)

▪ 사업 전반 지원 사항

＊ 관광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벤처 아카데미 운영

＊ 세무･회계･법률 관련 전문컨설팅 및 담임 컨설팅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온라인 광고, 여행상품 기획전, 관광벤처 설명회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관광기업 지원센터 입주기회 제공 및 다양한 네트워크 행사 마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예비→초기→성장→재도전 등 창업시기별로 지원 대상을 체계화하여 선발, 기업 자금

지원 금액 상향(평균 2천만원→4천만원)

신청･접수 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공고안 확인)

처리 절차   공모전 공고 및 사업설명회(3월) → 단계별 선정심사(서류·

현장평가 등/4~5월) →지원내용 협약체결(5~6월) →기업별 사업화 및 맞춤형 

지원(6월~) → 최종 성과평가(11~12월)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팀(02-729-9465)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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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관광 기업이 인터넷 등의 온라인 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은 군중 또는 다수를 뜻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임.

9-22
| 관광 중소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지원

관광분야 중소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지원

지원 규모 관광분야 중소기업( ’20년 예산 900백만원)

지원 대상

◦ 관광 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여행업, 여객운송업(관광교통), 문화예술공연업, OTA 기반 관광기업, ICT 결합 관광사업 

등 국내 여행 산업 진흥과 관련된 모든 분야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포함),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베팅업 등(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 내용

◦ 관광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 크라우드펀딩 등록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 기업별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기본 점검, 펀딩 전략 및 IR 자료 작성 자문 등

▪ 펀딩 중개 수수료 및 크라우드펀딩용 IR 콘텐츠 제작 등 관련 예산 지원 

▪ 참여 기업 발굴 및 국민 관심 증대를 위한 대외 홍보 지원 

▪ 연간 펀딩 실적에 따라 전문가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시상 및 시상금 수여 

▪ 펀딩 성공 기업 대상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투자자문위 IR 등)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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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기본상담
기업 현황 

분석
심화컨설팅 1:1멘토링

홍보컨텐츠

컨설팅 및 

제작비지원

크라우드펀딩 

등록 지원

펀딩 홍보 및 

투자연계

관광 산업 

관련 및 자격 

등 기본 사항 

검토

･기업 현황 

분석, 펀딩 

방향 검토 

재무제표 등

기업가치 

분석을 통한

투자 유치 

전략 컨설팅 

기업 방문,

대표자 면담 

및 투자 

유치전략 

로드맵  작성 등  

크라우드펀딩

등록 및 투자 

IR 위한 

컨텐츠 제작 

컨설팅 및 

제작비 지원 

기업 및 

프로젝트 

유형별 펀딩 

상품 구성, 

구비서류 

지원

펀딩 관련 

홍보 및 후속 

투자 연계

�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및 전 단계 상시 컨설팅 지원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 내용>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02-792-9463)

◦ 관광벤처사업공모전 홈페이지(www.tourvent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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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창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광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온라인･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등 원스톱 해결 지원을 실시합니다.

9-23
| 창업･경영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지원

관광 중소기업 종합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지원 규모 관광 분야 중소기업( ’20년 예산 600백만원)

지원 대상 관광분야 예비 창업자, 중소･벤처 기업 등

＊ (예시) 전통적 관광기업(관광진흥법 상 7대 업종) + 융복합 관광기업(ICT 결합 관광플랫폼 

기업, 창의적 관광체험을 제공하는 관광콘텐츠 기업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본 상담 진행 시, 지원 대상 기업 자격 요건 별도 없음 

  ※ 심화 또는 현장 상담의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자체 분석 후 기업별 진행 예정 

지원 내용

◦ 상시‧지속적인 관광분야 특화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채널(관광기업종합

지원센터)을 통해 창업･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중소기업의 경영상 

각종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지원

구분  일반상담 심화상담 융복합 협력 자문단

상담

분야

(안)

･기업 창업분야

창업 및 스타트업 관련  

제도 및 운영방안

･일반 관광 분야

관광법규(숙박업,

음식업, 여행업 등)

･정부 지원사업 분야 

･기타 간단한 애로사항

･법률/특허

･인사/노무

･재무/회계

･판로/마케팅

･해외진출

･관광벤처

･문화/콘텐츠

･신규 아이디어 현실화  

･4차 산업협명

･제도 개선 제안

･국내외 마케팅

･투자/펀드

･디지털 기술

･플랫폼 개발 

･지역특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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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STEP 1 STEP 2 STEP 3 STEP 4

구 분 온라인‧유선 상담 내방상담 전문가 심화상담 현장방문상담

내 용

애로사항 접수 및 

상시상담

(간단 애로사항 해결, 

내방상담 예약,

컨설턴트 배정 등 

추가 단계 진행)

컨설턴트 상담

(전문 컨설턴트의  

집중 컨설팅, 사안에 

따라 전문자문단 

배정)

전문자문단 

심화컨설팅

(주요 사안에 

전문자문단의 심화 

컨설팅 제공)

기업 현장 방문 상담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가 기업 

분석 및 대면 

컨설팅)

운영(안)

상시 컨설팅

(월~금) 

09:00~18:00

사전 예약제

(월~금) 

09:00~17:00

사안에 따른 관련 

전문자문단 배정

‧기업 현장 출동

(사전 예약)

‧지역 관광센터 연계

처리 절차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02-729-9489)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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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역관광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창업 및 영세 관광기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지역관광혁신 거점 구축을 지원합니다.

9-24
| 지역 관광산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활성화

지역 관광기업 지원센터 구축

지원 규모 지자체 3~4개소( ’20년 예산 6,200백만원/정부안)

지원 대상 서울, 제주 및 부산(기 지원 중)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고 확정안 참고)

지원 내용 * 공모계획 수립 중으로 계획확정 후 상세내용 공고 예정

◦ 지역기반 관광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대상) 지역 기반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운영자 등

- (내용)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예비창업자 비즈니스센터 장소 제공,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사업화 지원금 제공 등

◦ 지역기반 관광기업 혁신 지원

- (대상) 관광진흥법 상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역 중소기업

- (내용) 관광특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역량 지원을 위한 정기 경영진단 

실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종사자 서비스 교육 등

◦ 관광 일자리 허브 운영

- (대상) 지역 소재 구인 기업, 구직 희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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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일자리 정보 상시 제공, 구직자 DB 구축, 지역특화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광인재 육성 지원 등

신청･접수 연초 공고안 참조

◦ 주요평가 내용: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소재로 관광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전략,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증대 방안, 지자체 예산 

투입 계획 및 물리적 거점 확보 방안 등 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전국공모→서류전형→발표면접→현장심사→최종선정 발표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65)

◦ 한국관광공사 일자리기획팀 : 02-729-9487

◦ 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ur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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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와 소속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

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국내여행에 

적립금을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9-25
| 관광여가 사회 실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지원 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예산 80억원)

＊ ’19년 지원현황 : 7,518개 기업 선정(근로자 8만명 선정)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 근로자 참여조건(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없음(단, 기업 대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소속 기업, 근로자가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비용 지원

- (여행적립금) 근로자 20만원,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 (적립금사용)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국내여행상품 패키지, 숙박, 교통, 관광체험시설 입장권 등

◦ 대상별 혜택

▪ 참여기업 

- (공통사항)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및 여가친화기업 인증(문화

체육관광부)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참여증서 발급 및 참여

기업 홍보 등

＊ 가족친화인증 혜택 :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187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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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기업)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 참여근로자 : 국내 여행경비 정부 지원(1인당 10만원), 전용 온라인몰 상품 할인 프로

모션 및 이벤트 수시 제공, 전용 휴양소 운영 등

신청･접수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온라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 기업/담당자 정보, 참여인원(명단 및 재직증빙은 대상 선정 후 제출) 등 작성

처리 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대상 선정

⇒
2019.12월말 2020.1월말~3월초 2020.3월중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및 홍보매체

기업 단위
홈페이지 신청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분담금 입금

⇒

적립금 사용

2020.3월말 2020.4월~2021.2월

참여기업/근로자 
분담금 입금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경비 

적립금(40만원) 사용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4)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자주하는 질문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33

해외 진출(예정) 중소 콘텐츠 기업 대상 한국콘텐츠의 합법이용 및 

분쟁예방 등 해외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9-26
| 해외 합법유통 활성화 및 분쟁예방 활동 강화

한류 저작물 해외 진출지원

지원 대상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출한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 내용

◦ 저작권 상담, 컨설팅, 현지 업체와 계약 체결시 계약서 검토(상시)

◦ 해외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저작권 인증(중국) 지원(상시)

◦ 국내 중소 우수저작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교류회 개최

◦ 해외 분쟁 예방 및 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가 설명회 개최

신청･접수

◦ 저작권 상담‧컨설팅, 계약서 검토, 저작권 등록 및 인증 지원

◦ 중소기업 대상 중국·동남아 합법이용 교류회 사전 참가 신청 후 이용
가능(유선 문의)

제출 서류 자사 소개서 및 관련 서류 등(유선문의)

처리 절차   
◦ 저작권 상담, 컨설팅, 계약서 검토

     신청문의 신청･접수 상담 및 검토

◦ 해외 저작권 등록

      신청문의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등록비 납부 등록증 수령

◦ 교류회/설명회

      사업공고 신청･접수 교류회/설명회 참석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055-792-0095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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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권역별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기관을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ㆍ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작권 분쟁 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27
|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규모 전국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22억원, 센터별 1억7천만원)

＊ ‘19년 지역센터현황: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북(경북문화

콘텐츠진흥원), 대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전(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부산정보산

업진흥원), 전남(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충북(충북지식산업

진흥원), 광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산(울산경제진흥원), 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천(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대상 지역 중소 및 1인기업, 예비창업자(시니어예비창업자, 대학생 등)

지원 내용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저작권 상담

◦ (맞춤형교육) 분야/장르별 저작권 교육 운영 [무료서비스]

＊ 정례적 집채교육, 지역 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산업분야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저작권상담) 저작권 일반 및 등록 등 저작권 관련 제도 안내 [무료서비스]

▪ 저작권일반 상식 상담 및 저작권 지원 사업 소개,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등록 소개 

◦ (저작물활용) 저작권 사업화 지원(집중지원) [지원금 지급]

▪ 지역특화 창작물(저작물) 보유 기업 대상 투자자 연계(전시회참여지원, 저작권설명회), 

시제품 제작,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선정 기업 당 500만원 지원(각 센터별 2~6개사 선정)

◦ (SW공정이용) SW자산관리컨설팅 [무료서비스]

▪ SW자산 관리방향을 제시하여 SW라이선스 오남용으로 인한 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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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위원회 누리집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

(https://copyright.or.kr/kcc/visit-copyright/introduction/index.do)를

통한 온라인 및 각 센터별 오프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각 센터별 상시 신청․  접수

◦ (저작권 사업화 지원) 대상기업선정 서면평가 → 발표평가 → 과업 경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 사업화 지원비 지급

제출 서류

◦ (상시지원저작권서비스) 서비스 신청서

◦ (저작권 사업화 지원) 지원신청서, 사업화계획서, 실적 증빙자료 등

처리 절차   

◦ 저작권교육

  ① 교육 공고 및 모집 ⇨ ② 교육 신청 접수 ⇨ ③ 교육실시

◦ 저작권 상담

  

① 방문 사전예약
※전화: 상시

⇨ ② 상담 일정 조율 ⇨
③ 센터 내방 

상담실시

◦ 저작권 사업화 지원

  

① 지원기업 
모집공고

⇨
② 지원기업 

접수
⇨

③ 
선정평가

⇨
④ 

선정결과 
통보

⇨ ⑤ 협약체결

⇩

⑨ 지원금 
지급

⇦
⑧ 

최종평가
⇦

⑦ 사업화 
결과보고

⇦
⑥ 선정기업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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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본부) : 055) 792-0222~0224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www.copyright.or.kr)

◦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연락처

▪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강릉과학산업진흥원) : 033) 650-3388

▪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안양창조산업진흥원): 031) 8045-6705

▪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경남문화예술진흥원): 055) 213-8085

▪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054) 840-7064

▪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062) 610-2427

▪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053) 655-1090

▪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 864-5055~6

▪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부산정보산업진흥원): 051) 749-9155, 9166

▪ 울산저작권서비스센터(울산경제진흥원): 052) 283-7136

▪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 458-5072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1) 339-6991

▪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063) 281-4145, 4146

▪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043) 210-0852

◦ 센터 위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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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실무자문, 교육 등 기업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9-28
|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자문 및 교육 지원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 규모 전국 1인·중소기업, 1개사 당 연 3회 이내(예산 243천원)

지원 대상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예비창업자,
1인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법률자문, 실무멘토링, 해외진출자문, 현장교육

                   ※ 무료서비스 (단, 1개기업당 연 5회 제한)

◦ 저작권 분쟁관련 무료 법률자문, 계약서검토

◦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저작권 실무상담(저작권 등록, 관리 등)

◦ 해외진출을 위한 저작권 활용방안 자문

◦ 기업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제공

신청･접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포털 홈페이지

(www.copyright.or.kr/kcc)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서비스 신청서

처리 절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및 전문가 

섭외
방문서비스 실시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진행

문 의 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 055-792-0223, biz@copyright.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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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콘텐츠 등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9-29
| 문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

지원 규모   총 70.8억원, 24개 과제, 과제당 평균 2.9억원

＊ ’19년 지원현황 : 과제수 18개, 지원금 55억원, 과제당 평균 3억원

지원 대상

◦ 문화산업 분야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기간 1년, 정부출연금은 총 연구비의 75% 이내(최대 2~3억원)

신청･접수 온라인(http://ctrd.kocca.kr)을 통한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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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연구제안서(본문 3p 내외) 접수 후 1단계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세부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 받아서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처리 절차   

사업공고
제안서(3p)

접수마감
1단계 평가

세부계획서

접수
2단계 평가

2월 3월 3월 4월 5월

연구비 및 

연구계획 조정
협약체결 출연금 지급 연구수행 최종평가

6월 7월 7월
20년 7월 ~

21년 6월
21년 8월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개발팀 : 061-900-6531, 6533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 상기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세부 사업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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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9-30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현황 : 292개 콘텐츠에 1,136억원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신청요건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신청요건 •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가능

<기보> 

＊ 자금조달 확정 :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 선판매금액 :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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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총제작비 자금조

달 확정 요건

• 총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50%, 기타 30% 등

순제작비 자금조

달 확정 요건

• 순제작비 중 일정비율* 이상의 자금조달 확정

  *극장용 60%, 기타 40% 등

예외사항
• 이번 보증신청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문화콘텐츠종합평가 점수가

우수한 경우 자금조달 확정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신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

    < 기보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

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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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 감 비 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 신보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차등 지원 〉 

▪ 이번 보증신청금액은 다음 각 호 중 적은 금액을 소요자금 보증한도로 운용

①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②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 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별 지원한도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순제작비 X (지원비중 + 비중조정)

＊ 지원비중(문화콘텐츠종합평가점수) : 50%(90점↑), 40%(80점↑), 30%(70점↑), 20%(60점↑)

＊ 비중조정: 유통사의 특성, 기관투자자 투자지분율, 제작기업의 특성, 제작콘텐츠의 특성 등에 

따라 0%∼20% 비중 조정

▪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 금액

①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총제작비 - 기투입비용

② 순제작비와 P&A 비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순제작비 - 기투입비용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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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완성보증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주주명부 1부

◦ 신용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법인, 대표자, 실제경영자)

◦ 평가대상 콘텐츠 기획서(시나리오, 제작계획서 등)

◦ 총제작비 조달계획서 등

◦ 선판매계약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처리 절차   

신청 요건심사 콘텐츠평가･심사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 기보․신보(상담)

･ 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기보․신보(평가･보증

심사)

･ 은행(여신심사)

･ 기보 ․신보(보증서 

발급)

･ 은행(대출실행)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 및 신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금융센터(02-2014-0281)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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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성공사례 발굴로 국산 애니메이션의

저변 확대

9-31
|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지원 규모 최대 200백만원 이내, 22개 과제 내외 지원 (예정)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애니메이션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 법인과 개인사업자

＊ 애니메이션 초기 기획이 완료되어 제작 바이블이 완성된 프로젝트 

＊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우수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제작역량, 콘텐츠 경쟁력, 예산합리성 등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
9
부

기

타

제9부 ∙∙∙ 기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745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제작 지원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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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애니메이션의 완성 지원을 통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 기여

9-32
|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 지원

우수애니메이션 레벨업 제작지원  

지원 규모 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 (예정)

＊ 메인프로덕션 이후 제작 안정 단계의 애니메이션 완성 지원 

＊ 지원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2020년 12월까지 애니메이션 제작 완성이 가능한 프로젝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수행중인 과제가 2개 이상 또는 지원금 총액이 25억 이상인 경우 참여 제한

(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규칙)

✔ 동일한 목표 혹은 제작단계에 국고 지원금(제작지원비)을 받은 프로젝트

✔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과 그 자회사 혹은 계열사

지원 내용

◦ 애니메이션 메인프로덕션 후반부분 제작지원

▪ 평균 400백만원(최대 500백만원 이내), 10개 과제 내외 선정(예정)

▪ 산학･후속시즌･국제공동 등 본편 성격의 애니메이션 형태 지원 가능

신청･접수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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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콘텐츠가치평가 이수 확인증

▪ 영상 관련 매출 실적, 영상 외 부가사업 매출 실적, 시청률/관람객수/조회수, 국내외 수

상 실적 등  

＊ 평가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제작 지원

문 의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산업팀 ☎156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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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소요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

9-33
병역대체복무제도

제도 구분

  ① 산업기능요원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② 전문연구요원 

이공계 석사이상 학력을 가진 자가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일정기간을 근무하여 군복무를 대체

신청 자격     

구 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복무

가능업체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 국 ･ 공립 연구기관

• 기업 부설연구소 

업체 지정

요건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법인(공장 등록)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3자, 기업-학교

-학생) 협약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한 연구소 보유 법인

* 중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

요원자격

• (현역)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 (보충역) 조건 없음. 단, 정보처리분야는 

별도요건 필요

• 자연계 석사 이상

* 보충역은 자연계 학사이상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근무기간
• (현역) 34개월

• (보충역) 23개월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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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접수처

  ① 산업기능요원 : 매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② 전문연구요원 : 연2회(1월,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추진 절차

신청･접수 추  천 심사･선정 결과 통보

기업 → 접수기관

* 기능요원 : 6월

* 전문요원 : 1월, 6월

추천기관 → 병무청

* 기능요원 : 7월

* 전문요원 : 2월, 7월

병무청

* 기능요원 : 10월

* 전문요원 : 4월, 10월

병무청 → 기업

* 기능요원 : 11월

* 전문요원 : 5월, 11월

＊ 접수기관, 추천기관 현황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문 의 처

◦ 제도 총괄 :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 2816)

◦ 산업기능요원 접수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지원과(042-481-4369)

＊ 광업, 공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중소기업)

◦ 전문연구요원 접수 총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계센터

(02-3460-9122)



제2편 ∙∙∙ 유관기관(비금융기관)

750   중소벤처기업부

특허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겪는 사업화 애로사항(제품의 품질 및 

기술적 난제, 신제품 발굴 등)을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9-34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지원 대상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방식

◦ 연간 77개사 내외, 과제당 최대 6천만원(기업부담금 10~40%) 한도 지원

◦ 과제당 최대 5개월 이내 심층 IP 사업화 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 내용

◦ IP 제품혁신 : 창의적 문제해결방법론, 이종분야 특허검색 등을 활용하여 

제품문제 해결, 신제품 발굴, 제품디자인 개발 등 지원

◦ IP 사업화 : 기업의 보유역량과 외부자원의 융합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 (지원공고) 4~5회 실시(’19. 12월 이후)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kipa.org/kipabiz)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 기업심사(서류, 발표) → 사업수행사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 IP활용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사후관리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 02-3459-2937, 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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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IP 전문가를 통한 해외 

지재권 분쟁예방 및 대응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하는 사업

9-35
| 수출 기업을 위한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전략 지원

지원 규모 중소･중견 기업 350~400여개사(예산 90.4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403개사 지원(예산 98.2억원) 

신청 대상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

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 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법률컨설팅 제공

컨설팅 유형 지 원 내 용

특허

실용신안

수출(예정)지역 분쟁위험 특허 조사 분석 및 종합적 사전대응전략 제공

(해외 기업과의) 경고장 대응, 소송 대응, 라이선스 분쟁, 권리행사 전략 제공

상표

디자인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위험조사 및 상표･디자인 현지화 전략 제공

해외 모조품 대응 또는 무단선등록 권리 무효화 전략 제공

＊ 컨설팅 비용의 70% 지원(중소 기준, 최대 28백만원)

신청･접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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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선정) 서면 및 발표평가

＊ 기업 역량(규모, 지식재산 보유 수)과 컨설팅 활용계획(제품관련 기술의 독창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수출 전략의 적극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컨설팅 활용 계획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등

지원 절차

신청･접수 신청기업 : 방문, 우편, e-mail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심사(또는 매칭)･계약 지원기관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원

컨설팅 수행 및 평가 수행기관 → 보호원, 심사위원회 : 중간･최종보고

문 의 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예방팀 : 02-2183-5873~9, 

또는 ipkoipa@koipa.re.kr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ip-nav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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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예정)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기업으로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사업 

9-36
|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규모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700개사(예산 117.63억원)

＊ ’19년 지원현황 : 총 570개사 지원(예산 95.88억원)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

◦ 수출기업 : 직전 3년간 수출 실적*이 있거나, ’20년 수출 예정** 기업

＊ (수출기업) 관세청, 무역협회,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증명서류

＊ (수출예정기업) 별도의 “수출 예정 계획서” 작성･제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해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 해외수출을 하고 있지 않고, 2021년 수출예정이 없는 기업 

✔ 글로벌IP스타기업 졸업기업 중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 내용    

◦ 선정된 기업에게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

디자인 개발 전략 수립,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상표/디자인 개발 등 

해외 진출시 필요한 IP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업의 니즈(Needs)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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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매년 1~2월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업 및 

세부사업선정
컨설팅 수행

문 의 처

◦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 1661-1900

지역 연락처 주  소

서울 02-2222-38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00 서울산업진흥원 1층 

경기 031-500-304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 1층
경기지식재산센터

인천 032-810-28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6층

강원 033-749-3327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충남 041-558-570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대전 042-930-443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35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06~208호

세종 044-998-1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세종SB플라자(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 402호

충북 043-229-273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06

부산 051-714-695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감전동, 보생빌딩), A동 305호

울산 052-228-308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대구 053-242-8079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경북 054-274-55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 

경남 055-210-30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

전남 061-242-858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광주 062-954-3841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월출동987)

전북 063-252-9301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전북TP벤처지원동 105호

제주 064-755-25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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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본사와 연구소 소재지가 다른데요 .

어느 지역 지식재산센터에 지원을 해야하나요 ?

AAA 글로벌 IP스타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본사 소재지에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QQQ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만 선정되나요 ?

AAA 아니요, 수출예정기업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수출예정계획서와 함께 계약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QQ 글로벌 IP스타기업 졸업기업인데, 재신청 가능한가요 ? 

AAA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후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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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구 분 지 원 내 용

해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 출원·심사·등록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맞춤형 IP맵
특허 특허/디자인에 대한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디자인 활용 전략 수립 및 보고서 제작디자인

디자인 개발 제품, 포장, 화상 디자인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브랜드 개발
기업브랜드(CI), 제품브랜드(BI) 및 비영어권 국가 현지의 

언어/문화/상황 등을 고려한 브랜드 신규 개발 및 리뉴얼

특허&디자인융합 개발
제품, 포장디자인 또는 단순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개발을 탈피하고, 

특허·기술 중심의 디자인 개발

브랜드&
디자인융합 개발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제품의 디자인 및 

브랜드를 융합 개발

기업 IP 
경영진단·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IP 경영 역량을 외부 전문기업이 진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 지원 내용은 ’20년 신규로 추가/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는 기업의 자부담 30%(현물 10% + 현금 20%)를 우선 적용(해외 권리화 제외)하며,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7,000만원/년(최대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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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보육협회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의 부가

가치 창출과 연계 가능한 맞춤형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 흐름을 이끌어 갈 기업의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9-37
| 중소기업 지원기관 연계한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 지원 사업

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지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력 체계 기반 IP 교육 기획 및 운영(4.36억원)

＊ ’19년 지원현황 : 6개 창업보육센터 IP교육거점센터 선정 운영,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협단체 2개 선정 운영

지원 대상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 관계자 등

◦ (창업보육센터연계교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창업 3년내), 거점지역 

중소기업 관계자

＊ 기업 보육을 담당하는 창업보육매니저 등 교육 대상자 포함 운영

지원 내용 창업보육센터 연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중기부·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력을 통해 전국 창업보육센터 대상의

사전 지식재산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거점 교육센터 선정,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 교육 수요 발굴

◦ 선정된 거점 교육센터 교육 수요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강사풀

(pool) 구성, 센터별 현장 교육 운영

◦ 센터별 3회차 내외 맞춤형 교육 기획 및 운영(회차당 3시간 내외)

＊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교육수준,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IP 개요교육부터 분쟁대응, IP금융, 

특허정보 활용실무 등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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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교육 거점 센터 수 확대 운영 예정(운영안 : ’19년 6개센터 → ’20년 10개

센터)

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신청안내 예정(수시)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공지 양식 제출

사업 절차

(1~2월) (3~4월) (5~11월) (12월)

▪세부사업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교육수요 발굴 및

수요기반 교육기획,

강사 발굴

▪현장 교육 운영 및

설문조사를 통한

참여자 의견 수렴

▪성과 발굴 및 공유,

개선사항 도출 등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통해 교육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진행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 02-3459-2835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지정 센터 내 입주한 초기 창업기업만 참여 

가능한가요?

AAA 아닙니다. 창업보육센터 연계 지식재산 교육은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관계

자 등 지식재산 역량 제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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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ASEAN 등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지식재산권 피침해 대응지원

9-38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

지원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상표브로커 대응) 해외에서의 상표선점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통보, 

피해기업 설명회, 해외지재권 보호사업 연계 등

◦ (온라인 모니터링)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를 통한

게시물 삭제지원,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교육 등

신청･접수

◦ 상시 지원 / 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심사･평가 주요내용(온라인 모니터링)

◦ 서류확인 : 지원대상 확인

◦ 서면평가 : 기업규모, 전담인력 유무, 증빙자료 제출 유무 등 적합성 평가 

제출 서류

◦ (상표브로커 대응) 해당없음, (온라인 모니터링)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

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칼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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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해외 상표선점 대응지원 절차

상표브로커

피해접수ㆍ발굴

(보호원)

의뢰
피해심층

정보조사*

(전문업체)

통보
피해현안별

지원신청

(피해기업)

심화

지원

연계

상표출원지원

(IP-DESK)

대응전략지원

(보호원)

공동대응 

협의체(보호원)

* 해외 출원상표 조사 및 국내 출원·등록 상표와의 비교 분석 후 무단선점 사실 확인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지원절차

①지원기업 선정 ➁모니터링 ③기업검토·대리신고 ④사후관리

▪기업 신청접수

▪ 기업별 전담인력 

배정, 연간 반복 

단속 지원 

▪ 위조상품 유통 정보

(URL)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및 분

석정보 제공

▪ 신청기업 모니터링 결과 

검토·신고진행여부 회신

▪ 해외 온라인 지재권 

플랫폼 접속, 대리신고 

진행

▪ 신고 최종결과 및 

결과분석 보고서 

제공

▪ 연중 반복 재단속, 

연간 단속리포트 

제공

문 의 처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8227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02-2183-5896, 5883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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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해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 창업기업 맞춤형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9-39
|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15개 창업기업 선정(45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53개 / (선정) 13개) / (평균지원금액) 20백만원

◦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원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제외)

✔ 신청기업,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상품화, 홍보 등 창업기업이

필요한 항목 지원

▪ (시제품 제작) 금형 제작, 위탁 제작,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상품화 지원) 인증, 홈페이지 구축,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포장지 제작 등 지원

▪ (홍보 지원) 제품 카달로그 제작, 사진 촬영,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지원

▪ (해외진출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투자박람회 참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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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기업별 지원예산 증액(2019년 20백만원 → 2020년 30백만원)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등을 종합평가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중간모니터링 최종평가

문 의 처

◦ 전화상담 : 02-3460-4047

◦ 이메일상담: jwl1101@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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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해양수산분야 유망 창업

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9-40
| 창업기업 발굴 및 역량강화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팅 지원 프로그램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지원 규모 25개 내외 (예비)창업자 선정(800백만원)

＊ ’19년 지원현황 : (신청) 144개 / (선정) 27개)

지원 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신청자격: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원일 기준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 내용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를 통한 기술자문, 멘토링, 네트워킹, 교육, 

시설 등 지원

＊ 시제품 제작 등 초기 자금 최대 10백만원 지원(평가를 통한 차등 지급 예정)

신청 · 접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창업투자 정보시스템

(www.kimst.re.kr/startup)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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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으로 구성되며 공고 시 평가 기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점증빙서류 등

처리 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액셀러레이팅
성과보고회

개최

문 의 처

◦ 전화 상담 : 02-3460-4023

◦ 이메일 상담: sypark@kimst.re.kr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mst.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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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9-41
| 우수환경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예산 130.3억원)

◦ (개발촉진) 40개사 내외(127.3억원/최대 3억원 이내)

◦ (투자유치) 60개사 내외(3억원/간접지원)

＊ ’19년 지원현황 : 기반구축 13개, 개발촉진 23개, 투자유치 46개 과제(예산 48.3억원) 

지원 대상

◦ (개발촉진) 업력 2년 이상의 중소환경기업으로써, 시제품 제작·개선 등

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발생 가능한 경우

▪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기술주도형),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기업(기술도입형)

◦ (투자유치) 중소환경기업(업력 무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30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환경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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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개

발

촉

진

기업

주도형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 민간 투자유치 교육

• 기술최적화 및 상품성강화(기술도입형)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이내/

40개 과제 내외기술

도입형

투자유치
•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 투자설명회(IR)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투자자 발굴 지원

간접지원

/ 60개 과제 내외

▪ (매칭비율) 개발촉진의 경우 정부지원금 70%+민간부담금30% 매칭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개발촉진 사업 지원금액 증액(과제당 최대 2억원-> 최대 3억원)

◦ 개발촉진 내 ‘기술도입형’분야 신설(이전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원)

신청·접수

◦ 공고·접수: ‘20.1월 예정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를 통한 온

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개발촉진)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평가

＊ 기술성,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평가 진행

◦ (투자유치) 참여제한 및 자격요건 검토 후 선정

제출 서류

◦ 사업화계획서(신청용), 구비서류(자격기준,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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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개발촉진) 연1회 공고 및 접수(필요시 추가 공고)

공고

(’20.1)

신청･접수

(’20.1~2)

선정평가

(’20.2~3)

사업수행

(’20.3~’21.2)

중간점검

(’20.9)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21.3)

◦ (투자유치) 상시접수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문 의 처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upport.keiti.re.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 

▪ (개발촉진) 02-2284-1745, 1743, 1744, 1737

▪ (투자유치) 02-2284-1742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개발촉진 사업 세부분야인 ‘기업주도형’ 및 ‘기술도입형’의 차이는 무엇인

가요?

AAA 가장 큰 차이는 ‘기업주도형’의 경우 자체개발한 환경기술의 사업화(단독추

진)를 지원하고, ‘기업도입형’의 경우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으로부

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의 사업화(단독추진 혹은 기술개발기

관과 컨소시엄 추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 (IR, Investor relations) 기업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활동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발행일 : 2020년 1월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통계분석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전  화 : (042)481-6859, 8913

팩  스 : (042)481-6860

    www.ms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