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1회

(2021년 3월 8일)

담 당 자

김 영 주
이 의 정

이 자료는 중소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김해시 투자유치과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며, 전화번호 330-3443
김해시청 홈페이지→분야포털(일자리경제-기업지원)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Ⅰ. 기업지원 안내
【1. 자금 지원 안내】
1-1. 경상남도 성장촉진자금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업력 3~7년 소상공인으로 대표 1-2. 경상남도 소공인 특별자금 지원 안내
자 개인 신용평점 840~1,000점에 해당하 -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한 후 6개월 경과 소상공인
중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는 소상공인

미만 소공인

-지원규모: 연간 100억원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5년간 연 2.5% 이차 - 지원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2년간 연 2.5% 이
차보전
보전(평가등급 따라 보증수수료 차등 적용)
-신청기한: 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신청
(https://gnsinbo.or.kr)

(https://gnsinbo.or.kr)
- 문 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문 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관련 안내(☜클릭) 참조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관련 안내(☜클릭) 참조

1-3.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 감면내용: ’21.3~5월 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감면업종: 일반용 및 대중탕용(지하수는 산업용도 가능)

1-4. 2021년 상반기 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안내
- 지원규모: 9,000억원(상·하반기 총계)

-감면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 지원대상: 도내 주된 사무소(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고용

-신청기한: ’21. 3. 31까지

유지지원금·상생협력일자리자금)에 대한 이

- 신청방법: 이메일(lej110@korea.kr), 팩스(055-722

차보전(0.75%~2,0%)

-1870), 우편 접수 권장

- 신청기한: 자금 소진 시까지

- 문 의 처: 김해시청 수도과(☎055-330-2811), - 문 의 처: 경상남도경제진흥원 기업통합지원센터
하수도과(055-330-3987)
※ 김해시청 홈페이지 관련 공지(☜클릭) 참조

(☎055-286-9391)
※ 경상남도 홈페이지 관련 공고문(☜클릭) 참조

【2. 일자리 지원 안내】
2-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안내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정부가 공동적

2-2. 2021년 경남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지급안내

립한 공제금을 5년 만기 시 장기재직한 청 -지원내용: 200만원 이내 장학금 지급
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정규직으로 6개
월 이상 재직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 신청기한: 연중 상시 접수

-지원대상: 경남도에 주민등록이 있고 월평균 가구소득
4인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 노동자(대학생
자녀 성적이 평균 C학점 이상)

- 신청방법: 온라인(www.sbcplan.or.kr) 또는 방문 -신청기한: ‘21. 3. 2(금)~3. 31(수) 18:00까지
(중진공 지역본부 등) 접수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관련 안내(☜클릭) 참조

-신청방법: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별관 4층) 방문 또는
- 문 의 처: 김해시 일자리정책과(☎055-330-3463)

※ 경상남도 홈페이지 관련 공고문(☜클릭) 참조

【3.수출 및 판로 & 마케팅 지원 안내】
3-1. 2021년 서남아(파키스탄·방글라데시) 히든 3-2. ’21 KOTRA 글로벌점프300 참가 스타트업 모집
기회시장 진출 온라인사절단 모집

- 지원내용: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해외투자자/바이어

-지원대상: 국내 수출유망 중소·중견 기업

연결, 수출 컨설팅 및 멘토링, 해외 전문인

-지원내용: 국가별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사

력 채용 지원

전 상담 주선, 1:1 온라인상담회 개최, 교 -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통한 스케일업을 희망하는 시리
신 지원 및 사후관리 등

즈A(투자유치 유경험 업체) 이상 테크 스

-신청기한: ’21. 3. 12(금)까지

타트업 및 소셜벤처사

- 문 의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파키스탄 ☎91-21-353 - 신청기간: ’21. 3. 15(월)까지
0-3776/방글라데시 ☎880-2-2222-64218)

- 문 의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9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관련 안내(☜ 클릭) 참조

3-3. 2021 터키 이스탄불 자동차 공업 및 부품전시회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 KOTRA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3-4.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안내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 완료(성공)

- 지원대상: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및 부스 전시디자인 설치비(최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
- 지원내용: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국가를

대 70% 이내 지원), 운송비, 현지 마케팅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

및 홍보, 기타 행정지원 등
- 신청기한: ’21. 3. 22(월)까지
- 문 의 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95-6124)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 클릭) 참조

하도록 허용
- 신청기한: ’21. 3. 29(월) 18:00까지
- 문 의 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국번없이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3-6. 2021년 경남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사업 참여기
3-5. ’21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안내

업 모집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제 - 지원대상: 경상남도에 본사나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조기업

제조기업

- 지원내용: 홈앤쇼핑 방송 1회 입점수수료 15백만원 지 - 지원내용: 홈페이지 검색엔진 최적화 구현 위한 서비스
원, 판매직접비(전화주문 등 상품판매에 따라

위탁 시 발생 수수료 지원, ’21. 6~11월까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택배비는 업

지 개최되는 개별 특화국내전시회 참가비

체 부담

지원

- 신청기한: ’21. 3. 19(금) 18:00까지

- 신청기한: ’21. 3. 31(수) 18:00까지

- 문 의 처: 경상남도경제진흥원(☎055-212-6780)

- 문 의 처: 경상남도경제진흥원(☎055-212-6780)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4. R&D 지원 안내】
4-1. 2021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참여 4-2.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글로벌창
기업 모집

업사관학교 (예비)창업팀 모집 안내

- 지원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 - 지원대상: 업력 3년 미만의 D.N.A 분야 (예비)창업팀
제를 추구하는 창업 7년 미만, 매출액 100 -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백만원(총 사업비의
억 미만의 IP기반 스타트업
- 지원내용: 바우처 유형(소형·중형A·중형B)별로 500~
1,700만원 지원
- 신청기한: ’21. 3. 15(월) 15:00까지
- 문 의 처: 한국특허전략개발원(☎02-3475-1326)

70% 이하), D.N.A 특화교육, 집중보육 통
한 세계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 및 비즈니스 구체화 지원, 창업 공간 지
원등
- 신청기한: ’21. 3. 17(수) 16:00까지
-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2-6949-6825)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참조

4-3. 2021 상반기 해양수산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4-4. 2021년 6개국 통합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
기업 모집 안내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지원대상: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창업 및 중 - 지원대상: 현지기업(러시아·말레이시아·인도·일본·중국
소·벤처 기업
- 지원내용: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 및 자금조달 설계,
재무 분석, IR자료 작성, 투자사 매칭 등
- 신청기한: ’21. 3. 18(목)까지
- 문 의 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55-290-0602)

·카자흐스탄)과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
처 기업
- 지원내용: 해외 매칭기업 발굴, 화상 상담장 제공 및
운영지원, 상담 통역사 지원, 보유기술에 대
한 전문가 진단, 향후 계약체결 추진 시 법
률자문·통번역·현지 차량 등 제공
- 신청기한: ’21. 3. 19(금)까지
-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678)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관련 공고(☜ 클릭)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4-5. ’21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안내 4-6. 2021년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단독형) 안내
- 지원대상: 청정대기,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스
마트 물, 탄소저감, 일반 환경 등 환경 전
분야 중소환경기업
- 지원규모: 총 357억원(사업화 275억원, 상용화 82
억원)

- 지원대상: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포함 신제품 기획·문제해결·제품
고도화(개발형)에 최대 70백만원 지원, 제
품고도화(개선형)에 30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 신청기한: ’21. 3. 24(수) 18:00까지
소요 자금(정부 50~70%, 민간 30~50% - 문 의 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3)
분담) 및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신청기한: ’21. 3. 19(금) 18:00까지
- 문 의 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742~8)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 5. 기타 안내 】
5-1. 2021년 집중육성형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5-2. 2021년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 안내
기업 모집
- 지원대상: 국내에 제조업 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 - 지원내용: 오염물질 감소, 온실가스 및 자원·에너지
은 사업장
- 지원내용: 컨설팅 분야 최대 5개 영역(임금체계·평가

사용 저감 등을 위한 친환경 설비개선 비용
패키지 지원

체계 개선, 평생학습체계구축, 작업조직 및 - 신청기한: ’21. 3. 16(화) 15:00까지
작업환경 개선, 고용문화개선, 정년고용안정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인천 서구 정서진로
체계 구축, 안전일터조성 등) 지원
- 신청기간: ’21. 3. 12(금)까지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C동 201호, 한국
환경공단 연구개발부)

- 문 의 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27)

- 문 의 처: 한국환경공단(☎032-590-4808)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 환경부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5-3. 「SelectTech Korea 2021 참가 안내」
- 참가대상 :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테크
스타트업 기업
- 일

시 : ’21. 3. 19.(금) 9:00-10:00 AM

- 신청기한 : ’21. 3. 5. ~ 3. 19.(금) 00:00까지
- 참여방법 :

온라인 (Zoom), 비용 무료

- 주요내용
· 미국 벤처 캐피달리스트에게 직접 듣는 글로벌 확장 전략
’21.4.16(금)SelectTechKorea 2021 피칭대회 안내
- 주

최 : 주한미국대사관

- 등

록 : HTTPS://EVENT-US.KR/29414

- 문

의 :

5-4. 「2021 대한민국 ICT Innovation Awards」 표창
수여계획 안내
- 사업개요: ICT 개발·보급 및 융복합 활용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
기관에 대한 표창수여 및 우수사례 전파
- 수여규모: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26점(개인13,단체13),
주관기관상(정보통신산업진흥등 단체) 7점
- 추천대상: ICT 개발·보급·융복합 활용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및 우수 기업·기관
- 접수기간: ’21. 3. 24(수)까지
- 문 의 처: ICT대연합(☎02-2132-2106)

주한미국대사관 백희숙 상무전문위원 02-397-4172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관련 공고(☜클릭)

Ⅱ. 공지사항
1. 2021년도 김해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관련 김해시
협력 업체 사칭 주의!

3.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시행

4.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철저 점검

Ⅱ. 공지사항
김해시 기후대기과
(☎ 055-330-2453)

2021년도 김해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1. 보급개요
ㅇ 보 급 대 수 : 318대 (승용172, 화물146)

법인․기관

구 분(대)

계

일반

우선순위⁕

(리스,렌트 포함)

전기승용
전기화물

172
146

85
116

18
15

69
-

중소기업
제품
15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18
세미만 자녀 2명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만18세 이상), 미세먼지 개선효과
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 말소·폐차 후 첫 차량으로 전기차구매(보조금 신
청전까지 경유차 말소·폐차 이행), 택시]
⁕

ㅇ 신 청 기 간 : `21. 2. 19. 9:00 ∼ ‘21. 10. 8. 18:00(업무시간 접수, 보급물량 초과 시 조기마감)
ㅇ 신 청 방 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
ㅇ 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2. 보조금 지원 대상
ㅇ 구매지원 신청일 전일까지 90일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① 만 18세 이상 시민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법인 및 기업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
할 경우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ㅇ 보조금 지원 기준
- 전기승용 : (개인) 1대, (법인) 제한 없음
- 전기화물 : (개인) 1대, (법인) 5대
ㅇ 보조금 지원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

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하여 보조
금 차등 지원

※ 전기택시는 250만원[국비 200만원, 시비 50만원] 추가 지원하며, 구매자가 택시사업
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관련 증명서 제출)
-

초소형전기자동차

-

전기화물차

:

:

670

만원[국400, 도150, 시120] 정액 지원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지원

4.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김 해 시

(기후대기과)

김해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추진

연락처
055-330-2453

5.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운영기관

URL

한국환경공단

http://www.ev.or.kr/ps

연락처
통합안내데스크
1661-09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공고 제2021-784호(☜클릭) 참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관련
김해시 협력업체 사칭 주의

김해시 기후대기과
(☎ 055-330-3355)

최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사업 김해시 협력업체”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
업체 선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조정

김해시 생활방역팀
(☎ 055-330-7433)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적용 기간
○ 2021년 3월 1(월) 0시 ~ 3월 14일(일) 24시, 2주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일반 관리시설
- 일반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모임·행사 :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직계가족 예외 허용)
- 국공립시설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단,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 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직장 근무
○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부서별 직정비율의 재택
근무 실시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직장 관련 Q&A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사적모임에 해당하여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5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철저 점검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 055-330-3445)

※ 김해시 주간기업정보 전자우편 구독 신청 안내 ※
○ 정보제공 방법 : 신청한 주소로 매주 전자우편 송부
○ 구독신청 방법 : 김해시 투자유치과 (☎ 330-3443)로 유선 연락 후 메일주소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