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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지원 안내
1. 「경남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지원규모: 200억원
-지원대상: 도내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21.1.1.~신청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대출한도: 업체당 15억원 이내(기사용 경영안정자금 포함)
․신규 자금 사용업체는 최대한도 10억원 이내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대출금리: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이차보전: 2.0%/년
-상환기간: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대출취급기한: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조건 완화조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30%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및 기존 대출의 대환처리 허용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
되는 경비 ➁ 원자재‧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③ 기존 기업
대출 대환 자금 ④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접 수 처: 14개 금융기관
-신청기간: ‘22. 4. 4. ∼ 12. 31.
※ 기타 유의사항: 도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대출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담보 제공 등)
-문 의 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경제진흥원(☞바로가기) 참조

2. 「경남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 특별지원」 안내
-지원규모: 100억원
-지원대상: 도내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수출대금 10만 달러 이상 미회수 기업
-대출금리: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이차보전: 최대 4.0%/년 (※ 취급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별도 적용)
-지원한도: 취급 금융기관 개별상품에 따름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개별상품에 따름
※ 한도‧기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동일 적용
-대출취급기한: 자금지원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불가)
-조건 완화조치: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30%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및 기존 대출의 대환처리 허용
-접 수 처: 4개 금융기관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DGB대구은행)
-신청기간: ‘22. 4. 4. ∼ 12. 31.
※ 지원범위, 지원제외대상 및 기타 유의사항은 러시아-우크라
이나 분쟁 피해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용과 동일
■ 문의처 :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055-230-2901~3)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도정소식 고시공고」
및 경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nepa.or.kr) 「지원사업안내
사업공고」에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 공고’ 게시

3. 「경남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피해기업
이차 보전 지원 연장 (최대1년)」 안내

4. 「김해시 수출입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창구
운영」 안내

-지원대상: 최근 1년간('21.1.1.~신청일) 러시아-우크라
이나 수출입․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기존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사용중인 기업
-지원내용
- 도 육성자금 대출만기(거치기간) 연장 및 원금 상환 1년 유예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접 수 처: 기존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취급 은행
-신청기간: ‘22. 4. 4. ∼ 12. 31.
※기타사항
- 대출기간 연장에 대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조건 사항은 대출 당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름

-접수대상: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제재에 따른
관내 수출입 피해 기업
-접수내용: 관내 수출입 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접수방법: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
-문의 및 접수처
‧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 055-330-3443, 이메일 suki82@korea.kr
‧ 김해상공회의소
팩스 055-337-6006, 이메일 gimhae@korcham.net
‧ 김해의생면산업진흥원
팩스 055-346-9911, 이메일 masca44@gbia.net

-문 의 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055-230-2901~3
5. 「‘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 안내

6. 「경남 ‘22년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공고(러-우사태)」 안내

-운용방향: 고용 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
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예산규모: 5조 600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기간: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신청기간: ‘22. 4. 6.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 중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수출물류 피해를 입은 기업
-지원내용: 피해를 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지원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추진기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 http://trade.gyeongnam.go.kr )
-문 의 처: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 ☎ 055-211-3494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민훈 팀장 ☎ 055-289-9413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 「‘22년 샛별(G-Rising Star) 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안내

1-2. 「‘22년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모집 공고」 안내

-선정규모: 10개사
-선정규모:
-지원내용: 성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업컨설팅지원, 전문컨설팅기관 연계지원 -신청자격:
① 지원금액 : 기업당 금15백만원 지원(기업 자부담 20% 별도)
구
분
※ 지원금액은 1년간(회계연도 기준) 집행 및 정산가능
➀ 대상업종
② 전문 컨설팅 기관 전담PM 매칭을 통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➁소재지
-기업현황분석 및 진단 , 경영혁신 전략 수립, 기술컨설팅 진행 등 ③ 업 력
-공고기간: ‘22. 3. 14.(월) ~ 4. 8.(금) 18:00
④매출액
-신청 자격요건: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⑥ 모두 충족)
➀ 소 재 지

김해시 내 본점이 소재한 법인 중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 지 3년 이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업
공고일 기준 고용 상시 인원 2명 이상
신용평가등급 B등급 이상 보유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⑤ 기업분류

20개사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⑤ 모두 충족
세 부 기 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10차 개정안 기준)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문자 E, J, M, N)
김해시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증상)
창업한 지 3년 이상(단, IT, SW관련 기업은 2년 이상)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기준 평균매출액 20억원 이상 ~ 400억 미만
(S/W업체 5억원 이상)
법인 중소기업이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지원내용
m 지정기간 : 5년(전용지원 1년차, 연계지원 1~5년차)
m 지원금액 : 50백만원(기업자부담 20%(현금) 별도)
※부가세 기업부담 - 지원금액은 2년간(회계연도 기준) 집행 및 정산가능
선택
조건
m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연계지원
(택1)
-접수기간: ‘22. 4. 4.(월) ~ 4. 25.(월), 17:00까지
-접수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①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접수기간: ‘22. 4. 11.(월) ~ 4. 28.(목), 18:00 까지
https://www.gimhae-gangso.kr ② 원본서류 제출(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방법: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원본서류 제출(방문 혹은 등기우편)
-문
의 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 055-310-9221 ~ 5
-문 의 처: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담당자 ☎ 055-310-9222
필수
조건

➁
③
④
⑤
⑥

업
력
기업규모
고용 인원
기업신용정보
중소기업 확인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1-3. 「‘22년 경남지역스타기업육성사업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안내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1-4. 「김해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안내

-목

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
-과 제 명: ‘22년 경남지역스타기업 성장전략 및 R&D 기획 종합컨설팅
-과제대상: ‘22년 경남지역스타기업 선정기업 15개 기업
(※ ’22. 4월 선정예정)
-과제기간: 협약일로부터 ~ ‘22. 11. 30.
(※ ’22. 12. 31.까지 수정보완 포함)
-과제금액: 기업당 30백만원 내외
-과제내용: 경남지역스타기업의 성장전략 수립, R&D 기획, PM운영 등
-접수기간: ‘22. 3. 21.(금) ~ 4. 18.(월)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전병기 선임 ☎ 255-259-3379
문희라 선임 ☎ 255-259-3375

-모집기간: ‘22. 3. 22.(화) ∼ 4. 15.(금) 18:00 까지
-모집규모: 3개사
-모집대상: 만40세이상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3년이내 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김해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입주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연장심사를 통해 1년 연장가능)
-입주예정: ‘22. 4. 27.(수) ~ ※ 계약체결일 입주
-입주공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트 3층(307호, 308호, 309호)
-지원내용: 창업공간 지원, 창업자문 지원,
네트워크/판로개척 지원, 마케팅‧경영 지원
-제출방법: 방문 접수
-제 출 처: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307호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문 의 처:중장년기술창업센터 전담매니저 ☎ (055)310-9260~1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1-5. 「‘22년 경남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차 1-6. 「‘22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이전 연계형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보유 -지원규모: 3개 과제, 기업당 18,000천원
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경남지역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
*주력산업 : 항공,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산업
⁃ 신청기업의 ‘21년도 수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초보기업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수출주력기업

수출액 10만불~100만불

수출액 30만불~300만불

수출강소기업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수출액 300만불~1,000만불

-신청방식: 자유응모,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지원기간: 협약일 기준 5개월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청기간: ‘22. 4. 11.(월) ~ 4. 29.(금)까지
연번
①
②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협약 기간 내 본사 소재지가
경남인 중소기업
경남 중소기업 중 2022년도에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
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원본 1부 제출(우편 또는방문)
-지원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원기업 및 지원금액 평가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원본 제출, 원본서류는 마감기한 도착분까지 인정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
-신청기간: ‘22. 4. 8.(금) ~ 4. 30.(토)
신대용 연구원 ☎ 055-259-3476 박유안 전임연구원 ☎ 055-259-3478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접 수 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
김봉수 선임연구원 ☎ 055-259-3362, 최혜수 연구원 ☎ 055-259-3368
번길 22(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03-1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7. 「‘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1-8. 「자동차부품 제조혁신 제품공정개선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안내
참여 기업 2차 모집 공고」 안내
-신청자격: 경남지역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중소 제조업체
-지원프로그램

-수행기간: 과제 협약일 ~ ‘22.11.까지 (약7개월)
-지원내용: 사업화지원프로그램, (필수)참여기업
온라인 입주지원, (선택)산학연병 협력 프로그램,
(선택)마케팅 지원, 후속 지원 연계
-지원방법: 참여기업 지원금은 공급기업(관)으로 지급됨
(※ 참여기업 직접 지원불가)
-모집기간: ‘22. 4. 6.(수) ~ 4. 22.(금) 오전 11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tmfk-86@hanmail.met)
-문 의 처: 김해의생명센터 연구기획팀
배수진 행정매니저 ☎ 055-310-1450
선은지 행정매니저 ☎ 055-310-1451
김슬아 행정매너지 ☎ 055-310-1452

-우대사항: 사업화 계획(매출 발생, 고용 창출 포함)이 수립된 과제우대
-신청기간: ‘22. 4. 11.(월) ~ ’22. 4. 29(금), 18:00
-접수방법: 홈페이지 (http://www.gntp.or.kr) 접수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미래자동차팀)
송혜은 ☎ 055-253-6412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9. 「22년도 글로벌 방위산업 강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안내

1-10. 「‘22년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3차)」 안내

산업분야
자동차
산업

핵심지원품목
미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지원
(2건 내외)
미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 개선 지원
(2건 내외)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40,000천원/건 지원
(민간부담금:지원금 10%
부가세별도)
기업당 최대 55,000천원/건 지원
(민간부담금:지원금 10%
부가세별도)

지원대상
경남소재
김해소재
함안소재

-지원내용: 개발기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사업규모: 기업당 3,500,000원 이내
75% 이내 최대 30억원(시장개척비 포함) -사업내용: 혁신시제품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까지 개발비 지원
-신청대상: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지원한도: 총 사업비의 75%, 시장개척비 포함 최대 30억원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
-대상업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보유
2%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INNO-BIZ, 경영혁신형, -신청자격: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기업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
-대상품목: 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SW포함) (기술 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신청기간: ‘22. 3. 31.(목) ∼ 4. 29.(금) 15:00 -신청분야: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신청방법 및 접수처
한국판뉴딜2.0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1) 이메일: export_g@krit.re.kr * 파일 제출 형식 등 유의사항 참조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2) 우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개발사업팀(52851 경남 진주시 동진로 420)
-신청기간: ‘22. 3. 31.(목) ~ 4. 15.(금)
* 접수완료 메일 수신 후 신청서류(Ⓐ 10부, Ⓑ 1부) 제본하여 우편 발
-신청방법: 경남TP (www.gntp.or.kr) 홈페이지 전산 접수
-연락 및 문의처: 국기연 수출개발사업팀 ☎ 055-751-5865, 5859
-문 의 처: 문희라 선임 ☎ 055-259-3375, moon@gntp.or.kr)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11. 「‘22년도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1차 공고」 안내

1-12. 「‘22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부산·진해 조선 산업 생태계 재도약을 위한 수요
연계형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

-대상기업: 경남지역 수소전기차 관련 기업
※ 경남지역 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소재 기업
-지원사업 분야 및 지원내용:
￭ 기술이전지원: 수소전기차 부품 기술이전 지원, 기술이전
컨설팅 지원 및 기업당 최대 16,000천원/건 지원(민간부
담금: 지원금 10%, VAT 별도)
￭ 양산개발지원: 수소전기차 부품 양산개발 단계 전주기 기업
지원 및 기업당 최대 16,000천원/건 지원(민간부담금: 지
원금 10%, VAT 별도)
￭ 사업화지원: 사업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
회 지원 및 기업당 최대 16,000천원/건 지원(민간부담금:
지원금 10%, VAT 별도)
-대상부품: 수소전기차 핵심부품 우선지원 및 기타 부품 지원
-신청기간: ‘22. 4. 1.(금) ~ ’22. 4. 29.(금)
-접수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r)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로봇센터
이진규 연구원 ☎ 055-232-6437, 박신애 연구원 ☎ 055-231-6417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1월 30일
-주요내용: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
-지원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지원대상(신청자격):＇22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입
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으로 스마트 수송기기(친환경·
스마트 선박기자재) 영위기업 및 전후방기업
-지원내용
사업화지원(투자유치지원, 사업화전략수립지원, 마케팅지원)
기술지원(인증획득,IP R&D,디자인 등 제품개선)
-공고 및 접수기간: ‘22. 3. 24.(목) ~ 4. 15.(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r)
-우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6부
☞ 온라인으로 제출된 사업신청서 우편 제출
☞ 출력물은 제본하지 마시고 집게로 분류하여 제출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조선해양센터)
노현동 연구원 ☎ (055-670-6614), 박정선 연구원 ☎ (055-670-6615)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3. 「‘22년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안내

1-14. 「‘22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지방비)
수혜기업 모집 통합 공고」 안내
-지원대상: 경남지역(본사 또는 공장) 방산관련 중소기업(진출예정 기업 포함)
-기간 및 규모: 지원 프로그램별 별도
-지원내용

-사업기간: ‘22. 3. ~ ’22. 11.

-지원규모: 4개사 내외 (1사 최대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지원대상: 주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김해시에 소재한 업력
지원기관
지원프로그램
신청마감
지원금
2년 이상(‘21.12.31.기준)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과제명 지원
유형
(접수처)
-지원내용:
방산 제품고급화
4. 29.
과제당 최대
경남TP
지원
(금)
30,000천원
‧기업 신성장동력 제품 상용화 비용 지원(1사 최대 10백만원)
사업화
비R&D
해외수출 지원
※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부가세는 기업부담
지원
4. 29.
기업당 최대
창원산업
(2022 DX 코리아
※ 지원액은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금)
15,000천원
진흥원
공동관 참가)
‧2개 이상 비목을 포함해 구성(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연구개발
방산 소재·부품
4. 29.
기업당 최대
창원산업
R&D
‧개발·개선할 제품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개발지원
(금)
60,000천원
진흥원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 ‘22. 4. 20.(수) 18:00까지
-서류 접수기간: ‘22. 4. 4.(월) ~ ’22. 4. 29.(금) 18:00
-접수방법: 우편 제출 또는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제출 -신청방법: 접수기간 내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접수
-접수처 및 문의처: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www.gntp.or.kr)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테크노타운동 701호 기업육성팀
가
조윤정 사원 ☎ 055-310-9224 ✉ sao91@naver.com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정장현 전임 ☎ 055-259-4729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1-15. 「‘22년 지능형기계산업 제조기능안전 기술고도화지원 기반
구축사업지능형기계 기능안전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안내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16. 「‘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 에너지진단·
개선지원 사업 공고」 안내

-신청자격: 경남지역 소재 지능형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신청기간: ~'22.4.30(토)까지
및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지원대상: '21년 에너지사용량 10,000 toe
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미만인 경상남도 소재 20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규모
-사업예산규모: 300백만원 (경상남도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규모

비고

① 기능안전 평가기술
개발지원
② 기능안전
컨설팅 지원
③ 기능안전
전문인력양성

최대
30,000/건
최대
10,000/건

·공고기간
내 접수

-

·수시접수

·수시접수

구분
중복
지원
가능

에너지진단 실시
○ 에너지진단 실시
- 공정 및 에너지설비 진단
(맞춤형 진단)
내용 - 투자경제성 분석
○ 진단비용(1,145천원) 전액지원

시설개선 비용지원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절약효과가 큰 설비
개선비용 지원
○ 기업별 최대 13,300천원
지원(자부담 30%이상)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 수, 시설개선 지원비용은 변경 가능
-수혜기업 공고: ‘22. 3. 18  4. 15
-지원신청서 접수: ‘22. 4. 15. 18:00마감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 접수
-신청방법: 사본 E-mail 제출 후, 원본 제출(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우)5140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31 (팔용동), KCL 경남지원 본관동 1층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03호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지원접수관련 문의처: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이메일: lty179@energy.or.kr
담당자: 이철민 cmlee@kcl.re.kr ☎ 055-717-7828
-문 의 처: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임태윤 대리 ☎ 055-600-8132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17.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모집 공고」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바로가기) 참조

1-18. 「‘22년 경력단절예방사업 기업환경개선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및 공장 보유 기업
- 새일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 ~ `22. 10월(약 6개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업체
-지원분야: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신청방법 및 접수: 우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제 출 처: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로 80-140
-개선대상: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이상윤 선임기술원 sylee@kimm.re.kr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접수: ‘22. 4. 4.(월) ~ ’22. 4. 24.(일), 24:00까지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 우편 접수는 4월 25일(월), 18:00 이전 도착에 한함
-공모기간: ‘22. 4. 06.(수) ~ ’22. 5. 06.(금)
-문 의 처: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신청서접수: ‘22. 4. 18.(월) ~ ’22. 5. 06.(금) 17시 까지
김모세 선임연구원 ☎ 055-326-2003 -제 출 처: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 ☎055-331-4338)
이상윤 선임기술원 ☎ 055-326-0127 -제출방법: 방문 및 E-mail 접수 kimhwhouse@hanmail.net (우편접수 불가)

-지원대상: 조선해양 관련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9. 「‘22년도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1-20. 「경남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규모: 7개 과제 내외,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규모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프로그램
-지원기간: 협약일 기준 5개월 이내
사전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컨설팅지원
심화컨설팅
기업 아래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개별연계지원
연번
①
②

지 원 대 상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협약 기간 내 본사 소재지가 경남인 중소기업
경남 중소기업 중 2019년~2022년도에 공공 연구기
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자 하는 기업(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

-신청기간: ‘22. 3. 28.(월) ~ 4. 15.(금)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gntp.or.kr/)온라인
접수 후 원본 1부 제출(우편 또는 방문) 반드시 원본 제출
-접수 및 문의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03-1호,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박유안 전임연구원 ☎ 055-259-3478, 신대용 연구원 ☎055-259-3476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21. 「마케팅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공고」 안내
사업명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 최대 13.5백만원/건(4개월 이내)
- 영문 제안서 또는 영문
기업소개자료 작성 컨설팅 지원
- 2건 내외
- 최대 9백만원/건(3개월 이내)
동영상 제작 지원 -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 1건 내외
- 최대 4.5백만원/건(3개월 이내)
영문홈페이지 제작 - 신규 홈페이지 제작 및 기존
및 고도화 지원
홈페이지 고도화 지원
- 1건 내외
- 최대 2.16백만원/건(2개월 이내)
계약서 검토
- 영문 계약서류(MOU, MOA, LOI)
컨설팅
등의 변호사 검토 지원
- 1건 내외
제안서 및
글로벌마케팅
머티리얼 컨설팅

경남 항공
산업지원단
운영 사업

공동성장연계형

지원금

지원규모

․ 300천원/회 × 3회
․ 300천원/회 × 7회
․ 기업 당 50백만원(VAT 제외)**
․ 컨소시업 당
100백만원(VAT제외)**

43개사
17개사
17개사
1개 컨소시엄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
소재한 제조기업 중 자동차·조선산업 관련 전·후방 중소기업
-주관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추진방법: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이 필요한 기술지원 등 One-stop Package 지원
-접수기간/신청방법:＇22. 3. 25.(금) ∼ 4. 22.(금)
인터넷 접수(http://www.gntp.or.kr/)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22 본부동 103-1호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오은진 전임연구원 ☎ 055-259-3477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22.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차 만기
연장 지원」 안내

-지원대상:‘ 22. 4 ~‘22.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12개월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만기연장식 상환유예)
* 유예기간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 변경
후 (보증기간 12개월 연장)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
- 경남지역 내에 -신청기간: ‘22. 3. 24. ~ ‘22. 8. 16.
소재한 항공
중소·중견기업 -금융기관(대출금융기관)
신청자격

※ 기업부담금 : 총 비용의 10%이상(현금), 제세공과금 기업 부담
※ 프로그램간 중복수혜 가능
-접수기간: ‘22. 4. 4.(월) ~ 4. 15.(금)
-접수방법: 재단 홈페이지 접수(접수 후 담당자와 유선통화 필수)
-제 출 처: https://www.gntp.or.kr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항공우주센터
김미성 선임연구원 ☎ 055-853-6823/delsol82@gntp.or.kr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씨티
SC제일

☎
☎
☎
☎
☎
☎
☎
☎
☎

전화번호
1588-9999
1661-3000
1577-8000
1588-5000
1588-1111
1588-2588
1588-1515
1588-7000
1588-1599

기관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신협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중앙회

☎
☎
☎
☎
☎
☎
☎
☎
☎

전화번호
1600-8585
1566-5050
1588-6200
1588-3388
1588-0079
1588-4477
1566-6000
1599-9000
1544-4200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2. 일자리 지원 안내 】
2-1.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2-2. 「‘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기업
신청 공고」 안내

-지원내용
①(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②(청년)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
-지원요건
①(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22.1.1.~’22.12.31. 기간 내 고용 (예산범위 내 지원, 참여신청 및 승인必)
②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감원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연 최대 960
-지원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 최대 30명
-신청방법: (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사업내용: 일 ⁃ 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 ⁃ 중견 기업
-지원내용: 감독 ⁃ 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홍보, 금융상 우대 등
-신청분야: 근무혁신 일반, 재택근무 특화
-신청기간: ‘22.3.14.(월) ~ 4.15.(금) 까지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신청(www.nosa.or.kr)
-문 의 처: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 (02)6021-1206, 1207, 1209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클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클릭) 참조

【 2. 일자리 지원 안내 】
2-3.「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2-4. 「‘22년 경력단절예방사업 기업환경개선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경남고용안전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헤 참여 -지원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 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한 구직자(위기산업 퇴직자를) 신규 채용한 경남도 내 기업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창원시,김해시,사천시 거주 구직자
⇒
- 새일 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외 경남 소재 기업 취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외 거주 구직자 ⇒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업체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0명 이내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지원금액: 1명당 최대 600만 원(월 200만원×3개월)
-지급방법: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지급조건: 신규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유지
-개선대상: 여성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예산마감 시까지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한적으로 허용
-제출방법: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공모기간: ‘22. 4. 06.(수) ~ ’22. 5. 06.(금)
-문의 및 신청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신청서접수: ‘22. 4. 18.(월) ~ ’22. 5. 06.(금) 17시 까지
☎ 055-28-1109, FAX 050-4926-0270
-제 출 처: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지원팀 : ☎055-331-4338)
E-mail: knemployment11@daum.net
-제출방법: 방문 및 E-mail 접수 kimhwhouse@hanmail.net (우편접수 불가)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클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2-5. 「‘22년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안내

2-6. 「‘22년 중소기업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상반기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신청기간: '22. 4. 4.(월) ~ 4. 20.(수)까지
-모집인원: 20명 내외(1인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3인 이하의 팀)
-접수방법: 청년대외활동 플랫폼 A.innov
(에이이노브) 온라인접수(https://ainnov.co.kr)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붙임1), ② 활동계획서(붙임2),
③ 정보동의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스캔)
-모집대상: 공고일기준김해관내주민등록된만19세~39세이하청년
※ 1982. 4. 5. ~ 2003. 4. 4. 출생자,
동영상편집 가능한 노트북 소유자 우대(★)
-지원내용 : 교육 과정 전액 무료 제공, 크리에이터 전문
자격증 100% 무료 발급 , 우수 크리에이터 시장상 수여
예정,전문 멘토와의 1:1 컨설팅 무료 제공 ,현직 유튜버
와의 토크 콘서트 제공(질의응답, 네트워크 구축),취재지
원비 일부 지원,1인 크리에이터 교육교재 무상 제공
-최종 대상자 발표일: ‘22. 4. 25.(월) *변동가능
-일반문의: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 055-330-2738)
-접수문의: (주)스마트크리에이터(☎1522-6088)

-교육대상: 김해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모집인원: 30명 내외, 선착순 모집
-교 육 비: 무료 (교재 제공)
-교육일정

-제출서류: 교육참가 신청서 1부 (http://gbia.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E-mail (bgmjk@naver.com),Fax (055-346-9911),
-직접방문: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테크노타운동 701호
※ 직접방문 제출 시, 방문 전 주소 확인 필수(사무실 이전 예정)
※ 교육수강 확정 : 모집 마감일 이후 개별로 휴대폰 문자 발송
-문 의 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 (055)310-9223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클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교 육 과 정
근로자 R&D
역량강화 교육
전자상거래
(SNS)마케팅
교육

공공기관
전자입찰 교육

날

짜

시

간

Module 1

4.21.(목)

14:00~17:00

Module 2

4.28.(목)

14:00~18:00

기본

5.13.(금)

심화

5.20.(금)

트렌드

5.27.(금)

입문

6.10.(금)

초급

6.17.(금)

중급

6.24.(금)

14:00~16:00

접 수 기 한
‘22. 4. 18.(월)
18:00 까지
‘22. 5. 9.(월)
18:00 까지

14:00~17:00
14:00~16:00

‘22. 6. 3.(금)
18:00 까지

14:00~17:00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zoom 주소 링크는 수업 시작 전 배포 예정)
※ 교육 참여 후 설문 완료 시 스타벅스 아메라카노 기프티콘 증정!

2-7.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LNG
선박 생산설계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안내

2-8.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LNG선박
생산설계수료생 채용기업 모집 공고」 안내

-모집규모: 교육생 모집 연 160명 내외
-모집대상: 교육생 모집 대상 : 조선업 퇴직자,
미취업자, 청년 구직자(거주지역 상관없음)
※ 본 교육은 백신 2차 접종 이상 완료자만 참여할 수 있음
※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본 교육 모집 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교육비 전액 무료(수강료, 교재비, 중식 제공)
※ 본 교육수료생을 채용한 경남지역 조선업 기업(협약기업)에는
채용장려금 지원 (월 250만원/명, 1인 최대 1,000만원 지원)
- 비협약 기업 또는 지원금 조기 소진시는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접수기간: 공고일 ~ ‘22. 5. 20(금),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gntp-marine@gntp.or.kr)
-접수결과 및 교육안내: 교육생 개별 문자 통보 안내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055)670-6627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 ☎(055)735-8816
경남대학교
☎(055)249-2932

-지원규모: 연 80명 내외
※ 비협약 기업 또는 지원금 조기 소진시는 채용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대상기업: 경남지역 조선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채용장려금 지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년)
∘ LNG특화 설계엔지니어링 대중소협력 기술지원사업의 수료생 채용
협약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기업당 최대 50백만원/년)
∘ 수료생 1명 채용시 최대 10백만원 지원
(기업당 5명 이내/년)(교육중 조기 취업자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등 타 고용지원사업과 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지원기간: 협약일 ~ ’22. 12.
-접수기간: 상시 접수(공고일 ~ ‘22. 12.)
-접수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기업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접수(gntp-marine@gntp.or.kr)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 (055)670-6627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1. 「‘22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3-2. 「‘22년 지속가능경영(ESG)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사업기간: ‘22. 3.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협약일 ~ ‘22년 10월
-지원내용: ESG 컨설팅 및 평가보고서 발행
-모집대상: 김해시(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컨설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나이스디앤비
-협업기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따른 중소기업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경남벤처투자
※ 지사화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또는 계약) 체결을 완료
하고 참가비 납부 완료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금 신청 가능 -지원대상
①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지원내용:(해외지사화사업 지원내용)
있는 중견ㆍ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
해외수출 성약, 에이전트 및 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등
② 경남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계 산업에 영위중인 중견ㆍ중소기업
-지원금액: 단계별(발전, 확장) 참가비의 80% 이내 지원
※ 경남 주력산업 :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업체당 최대 300만원 이내, 1개사 1개 무역관) -지원내용
-신청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순)
ㅇ 지원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대한 항목별 검증자료 점검 및 실사를 통한 인터뷰 등 진행 후 평가등급 산출
☞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ㅇ 지원 산출물: ESG 평가보고서 발행 * 참여기업에 별도 지원금액 없음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 시스템)에서 로그인(회원가입)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gntp.or.kr)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4. 5.(화) ~ 20.(수), 약 2주간
-사업 문의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055-310-9223
최혜수 전임연구원 ☎ 055-259-3368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3-3. 「SW융합클러스터 글로벌 IT시장개척단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기업모집 공고문」 안내

3-4. 「‘22년 디자인전문기업육성 및 글로벌화사업
(글로벌마케팅 부문) 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사업기간: ‘22.06. ~ ’22.11.
-참가대상: 경남 SW융합클러스터 지원기업 및
경남 소재의 IT/SW 중소기업
-사업내용“
⁃ 중국 등 4개국 7개 도시 기업 간 1:1 비즈니스 화상상담회
⁃ 참가기업 제품 시장성 조사 및 국외 프로모션(홍보) 활동 등
-지원내용:
가. 화상 상담 시스템(줌, 위쳇, 스카이프 등),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시제품(샘플) 배송 등 지원 100% 지원
나. 통역료 100%, 현지 용역비(현지 바이어 조사) 100% 지원
다. 현지 용역비(현지시장 조사 비용, 현지 바이어조사) 100%지원
라. 시제품(샘플) 배송 100% 지원(DHL 社 이용 예정)
마. 선정기업 현지지사화 서비스 100%지원
-신청기간: ‘22년 4월 20일(수) 18:00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이메일(jkim@gntp.or.kr) 접수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CT융합사업팀
김진 연구원 ☎ 055-259-5076, E-Mail jkim@gntp.or.kr

-지원대상: 디자인전문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① (디자인 용역 수행 기업)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디자인 용역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 또는
② (자사 디자인 상품 보유 기업) 기업 자체 개발 상품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
-지원규모: 25개사 예정
-지원내용
⁃ 국내외 유명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
⁃ 기업 맞춤형 해외홍보비 지원 기업당 최대 500만원
⁃ 중국 바이어 초청 기업 쇼케이스·매칭회 참가 기회 제공
⁃ 해외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추가 선정절차 발생 가능)
-신청기간: ‘22. 4. 1.(금) ~ ’22. 4. 29.(금), 17: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kidpglobal@kidp.or.kr )
-문 의 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글로벌확산실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글로벌화사업 (글로벌마케팅 부문)
담당자 ☎ 031-780-2135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바로가기) 참조

3-5. 「‘22년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안내

3-6. 「‘22 태국 펌프 및 밸브 아시아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사업기간: ‘22.01.24 ~ ’22.12.30
-접수기간: ‘22.01.24 ~ ’22.05.13
-지원내용: 해외인증 획득비의 50% 지원 (3백만원 이내)
※ 동일 인증에 대해 타 기관 중복지원 불가
인증서 발급 완료 이후 신청 가능(인증서 미발급시 신청불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2022년 이내 인증 획득 완료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기업)
-지원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trade.gyeongnam.go.kr

)

-문 의 처: ㈜경남무역 ☎ 055-249-8022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 055-211-3495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명
칭: 2022 태국 펌프 및 밸브 아시아
-기
간: ‘22. 9. 14.(수) ~ 9. 16.(금), 3일간
-참가기간: ‘22. 9. 12.(월) ~ 9. 17.(토), 4박 6일
-지
역: 태국 방콕 QSNCC
-모집규모: 8개사
-참가품목: 펌프, 밸브, 열가소성 플라스틱 밸브, PVC,
CPVC, 튜브, 고무 튜브, 전기 액추에이터, 유량계, 압력계 등
-지원범위: 부스임차료(장치비) 100%, 통역비 50%, 편도항공료(1사1인)
-주체/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테크노파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신청기간: 공고일 ~ 4. 15.(금)
-대상업체: 경남 도내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참가품목 대상)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trade.gyeongnam.go.kr )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백운재 선임연구원(☎055-259-3473)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김미주 사원(☎055-310-9223)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7. 「‘22년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3-8. 「‘22년도 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

-지원규모: 54억원, 150개 과제
(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 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지원기업 동 사업 지원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18년부터 지원횟수 계상)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규모: 총 40억 원, 2개 내외 과제 지원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인프라 기술*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공공 네트워크 기술,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기술, 인증/인가/비식별화 보안 기술 등)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세부과제
(1단계)
현장수요형 R&D

지원기간

지원한도

최대2개월

4백만원
(100% 지원)

구분
스마트전통시장·
상점가 R&D 지원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20억 원
(연차별 최대 10억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유형

80% 이내

자유응모

-신청자격: 반드시 주관(1개)+위탁(1개)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해야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2단계)
최대 1억원
최대 1년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Scale-up R&D
(총사업비의 90% 이내)
(위탁연구개발기관) 인프라 기술 관련 노하우, 특허 등 연구역량을
-2차공고기간: ‘22. 3. 17.(목) ~ ’22. 4. 21.(월)
갖추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전산접수기간: ‘22. 4. 7.(목) ~ ’22. 4. 21.(목) 18:00까지 -신청·접수기간: ‘22. 3. 31.(목)∼5. 4.(수), 18:00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신청·접수 -신청방법: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신청·접수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 (국번없이) 1357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3-9. 「‘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
투자형 과제’ 자유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3-10. 「‘22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
연계형 과제’ 자유공모(2차) 시행계획 공고」 안내

-지원규모: 54억원, 36개 과제
(‘22년 지원규모 : 230억원, 121개 과제)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원분야: 일반과제, BIG3, 소부장(소재ᐧ부품ᐧ장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신규): 296억원, 241개 과제

구 분
세부과제
지원분야
일반과제
공동투자형
BIG3
소부장

지원기간

지원한도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연간한도 없음)

(‘22년 지원규모 : 622억원, 426개 과제)
-지원유형: 자유공모
-지원분야: 일반과제, 조달혁신, 소ᐧ부ᐧ장(소재ᐧ부품ᐧ장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범위)에 따른 중
소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세부과제
지원분야
일반과제
소부장
구매연계형
조달혁신

지원기간
최대 2년
최대 2년

지원한도
5억원 이내
(연간2.5억원 이내)
10억 이내
(연간 5억 이내)

-공고기간: ‘22. 4. 5.(화) ~ ’22. 5. 10.(화)
-접수기간: ‘22. 4. 5.(화) ~ ’22. 5. 10.(화) 18:00시 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국번없이) 1357

-공고기간: ‘22. 4. 5.(화) ~ ’22. 5. 10.(화)
-접수기간: ‘22. 4. 5.(화) ~ ’22. 5. 10.(화) 18:00시 까지
-신청 및 접수방법: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3-11. 「‘22 김해시 중동 무역사절단(온라인)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3-12. 「‘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통합형 지원사업_그린 선도기업 육성사업)」 안내

-신청기간: ‘22.4.7.(목)~4.20.(수) (14일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사업형태: 온라인 수출상담회
-집중 상담기간: ‘22. 6. 6.(월) ∼ 7. 1.(금)
-지
역: 모로코(카사블랑카), 알제리(알제),
터키(이스탄불)
-지원대상: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15개사 내외
-품
목: 종합
-지원내용: 바이어 발굴·상담 알선, 통역 제공 등
-문
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정영민 차장(☎ 055-268-2505)

-참여기업 모집규모: 그린 선도기업 육성 분야 ○○개사
-사업기간: ‘22. 5. 1 ~ ’23. 1. 31* (9개월)
-주무부처/운영기관: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업내용

-신청방법: www.수출바우처.com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2. 3. 28. (월) ~ ‘22. 4. 15. (금) 24시 까지
-문 의 처: 통합 안내 센터 ☎ 1533-4323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바로가기) 참조

세부
사업

지원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그린
선도기업
육성

[확대] ’18-‘20년 평균매출액 5억원
또는 ’19-‘21년 평균수출액 5만불
이상 그린기업
[발전]
’19-‘21년
평균수출액
10만불 이상 그린기업

[확대] 3,000만원,
5,000만원
[발전] 6,000만원,
1억원

(중소)
70%
(중견)
50%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13. 「‘22년도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
공고문」 안내

3-14. 「‘22년 창업기업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판촉 지원사업」 안내

-기
간: ‘22. 1월 ~ 12월
-지원내용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구분
5개 지원 항목(지원항목 중 택 1) ※중복불가
지원한도
-모집규모: 50개사 내외
브랜드
- 기업 CI, 제품 BI 개발에 따른 개발비 지원
2,000천원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한도
개발
- 브랜드 패키징 디자인 개발
-지원내용: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신청한 모든 언어에 대해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비 및 판매 수수료
온라인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비
<번역>
1,500천원
판촉지원 - 라이브방송, 홈쇼핑 판매수수료 또는 방송기획비
· 제품 및 회사홍보자료 : 카탈로그, 홈페이지, 브로슈어, 소개서 등
※ 판매수수료는 과제기한 내 합산하여 정산가능
· 제품 상세정보 : 사용설명서, 도면, 매뉴얼 등
-지원한도: 총비용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제외
· 주문/계약관련 : 견적의뢰서, 견적서, 제안서, 협약서 등
-선정규모: 창업기업 10개사 내외
· 기타: 해외법인 설립, 합작투자 관련 등 번역이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
김해에 사업장을 둔 제조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통역>바이어 내방 공장견학·상담, 전시회 수출상담 등
※2015.4월 4일 이후 창업기업 대상
-수행기관: ㈜경남무역
-제작비용지급: 제작 총비용 선입금(선정기업 → 대행사 또는 플랫폼)
-신청기간: ‘22. 3월 29일(화)~사업비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지원금지급: 완료 심사 후 정산 지급(비즈니스센터 →선정기업 )
(trade.gyeongnam.go.kr)온라인 신청 -모집기간: ‘22. 4. 4.(월) ~ 4. 18.(월)
*번역문(안) 경남무역 담당자메일(ktrading100@naver.com)
-접 수 처: 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로80-59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7층사무국
발송 및 확인전화 요청
-접수방법: 방문 또는 E-mail ( assky@gbia.or.kr, )접수
-문 의 처: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통상수출담당 신용호 주무관 ☎ 055-211-3497) -문 의 처: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지원팀 ☎ 055-310-9231
㈜경남무역 유통기업지원부 김새하 대리 ☎055-249-8022)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3-15.「‘22년 상해 바우마 차이나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3-16. 「‘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기업(일반물류지원 유형) 모집 수정공고」 안내

-명

칭: ‘22 상해 바우마 차이나
-전시기간: ‘22. 11. 22.(화) ~ 11. 25.(금), 4일간
-참가기간: ‘22. 11. 21.(월) ~ 11. 26.(토), 5박 6일
-지
역: 중국 상해
-규
모: 6개사
-참가품목: 건설 중장비 및 설비, 기계부품 등
-지원범위: 부스 임차 및 장치비 100%, 항공료(1사 1인) 50%
-주최/주관: 경상남도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신청기간: ‘22. 4. 4.(월) ~ 4. 19.(화)
-대상업체: 도내 조선․해양 기자재 제조 중소기업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 http://trade.gyeongnam.go.kr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경남도중소벤처기업과 신용호주무관 ☎ 055-211-3497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정대영 팀 장 ☎ 055-289-9412

-수정사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 적용시기:‘22. 2. 22(화) 이후 발생한 물류비부터 소급 적용
-모집규모: 800여개사
-사업기간: ‘22. 1. 24.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사업내용: ‘22.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 70% 지원(기업당 최대 1,400만원)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항목: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
(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기업이 ‘22.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청방법: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문 의 처: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3-17. 「개방형혁신네트워크 R&D과제기획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3-18. 「김해시 신성장동력 신규사업 발굴
수요조사 공고」 안내

-운영기간: ‘22. 4월 ~ 8월(5개월간)
-지원대상: 경남도내 소재한 기업
-지원분야: 지역 주력산업분야 (스마트기계, 첨단항공,나노
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기타 등에 대한 과제 기획지원)
-신청자격: 경남지역기업(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지원규모: 총25개 과제(1.25억원)
-기관구성: 주관기관 또는 타 기관을 참여하여 구성
-지원내용: 전문가 수당 지원, 원고료, 번역료, 특허
보고서비용, 발표평가지원
m 외부 소속 전문가 1명 이상 매칭
m 외부 컨설팅(R&D전문기업 소속 전문가)
-공고기간: ‘22. 4. 1.(금) ~ ’22. 4. 15.(금)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홈페이지→ 지원사업신
-문의사항: 주소(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팔용동)경남테크노파크 벤처동 3층 306호
-문 의 처: 김봉수 선임연구원 ☎ 259-3362, kbs@gntp.or.kr

1 소재부품장비 ◯
2 지능기계 ◯
3 미래자동차
-산업분야: ◯
4 전장부품 ◯
5 빅데이터 ◯
6 에너지·환경 ◯
7 미래발전가능한신산업(사업)
◯
※ 김해 산업 현황 및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사업
-사업 범위: 김해 지역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선도 할
수 있는 사업 및 김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신사업
※ 기반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순수 기술개발(R&D)사업 제외하여 제안
-조사자료 활용: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사전기획 후 정부 국책사업으로 제안
- 수요조사 제출자와 공동으로 사업기획 가능
※ 사업규모 및 필요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제안 가능
김해시 산업정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김해시 종합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참여대상: 기업체, 대학교, 연구소, 협회, 단체 등
-제출기한: ‘22. 04. 01.(금) ~ ’22. 04. 25.(월) 18:00까지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oh80711@gmail.com) 제출
-문 의 처: (재)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오남석 전임연구원 ☎ 055-310-9211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19. 「제41기 경남 무역아카데미(종합 무역
실무과정/온라인이러닝 수업) 수강생 모집」 안내

3-20. 「‘22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안내

-교육 기간: ‘22. 4. 18(월) ~ ’22. 5. 17(화) (30일)
-교육 인원: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 40명
※ 신청 후 미수강 시 향후 무역아카데미 자동 탈락
및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 불이익
-주최/주관: 경상남도 /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교육 내용:(총 19시간) - 온라인 e러닝 강좌
=> 생초보 핵심무역실무(9시간), 수출마케팅 기초
(6시간), 초스피드 무역서류 작성기법(4시간)
-신청 기간: ‘22. 3. 31(목) ~ 4. 14(목)
-신청 방법 (필수)
①한국무역협회 무료 ID 생성(무료)
② 신청서 온라인 접수 (http://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수 강 료: 무 료
-특
전: ① 80% 이상 수강(15시간)시 수료증 제공
② 교재 제공(온라인 다운로드)
-문
의: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정대영 팀장 ☎ 055-289-9412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규모:
-사업내용:

‘22. 2. ~ 12.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1개사 최대 1백만원 이내 / 50개사 내외 지원
중소Plus 단체 및 일반보험, 단기수출 보험 등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운영보험 상품
관내기업 가입비(보험료) 지원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또는 청약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단기수출보험(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 신청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Plus+) 청약서
-신청기간: 공고일 ~ 사업비 소진시까지
-접 수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
사이버영업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업체선정: 선착순 지원,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기업체 대상
-문 의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주대영 과장 ☎ 055-286-9396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 김미주 사원 ☎ 055-310-9223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3-21. 「‘22년 공영홈쇼핑 방송업체 모집 공고」 안내 3-22. 「‘22년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안내

-접수기한: ‘22. 4. 17(일) 자정까지 메일 도착분
-제출서류: 입점희망 제안서 및 구글폼 접수대장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접수방법: 이메일(tvhome@wbiz.or.kr) 및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구글폼 접수대장 제출
요령」조달청「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지원내용: 최종 선정 후 지원타입 선택 가능
-신청대상
구분
A타입
B타입
(주관기업)제도에 참여하여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
지원내용 생방송 1회(50분) + 영상제작비
생방송1회(50분) + 재방송1회(50분)
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1,050만원
1,350만원
(협력기업)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상생협력제품의 개발 또는 생산을
국고
*송출료1,050만원+영상제작비300만원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를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금
*송출료1,050만원+재방송300만원
(영상비: 제작공급가액의70%이내)
-참여방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관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기업자
송출료 450만원 + 지원금을
계약 또는 입찰에 참여하고, 협력기업은 계약의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송출료 750만원
부담
초과하는 영상제작비용
- 선정 기업 및 제품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시 입찰가점, 공공기관 평가
1 방송 송출료(450만원/1회/50
-선정기업 자부담: ◯
지표 반영 등 우대사항 및 홍보 등을 통해 원활한 판로 진출을 지원
2
분 방송), ◯ 홈쇼핑 판매수수료(판매액의 8%),
-지원유형별
과제: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3 택배비(도서·산간지역 포함), ◯
4 판촉비 등 방송소요
◯
기술융합과제, 가치창출과제, 역량강화과제
비용(카드수수료, ARS할인, 각종 제작물 등)
1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신청자격: ◯
-신청기간: ‘22. 3. 31 (목) ~ ’22. 5. 16 (월)
2 B2C 제품 브랜드 보유 기업 ◯
3 해당 홈쇼핑사
◯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정책방송 취급 제한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문의 및 안내: 중소기업유통센터 상생협력팀 ☎ 042-712-5631~6
-문 의 처: tvhome@wbiz.or.kr로 메일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지원 안내】
4-1. 「‘22년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안내

4-2. 「‘22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주
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청자격
연 혁: 최초 공고일 기준(’22.03.30)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기업
소재지: 1)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기업
2) 경남지역에 본사 이전, 지사 설립 예정인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상 경남지역 거주자
-프로그램 내용: 개별솔루션 (1:1 멘토링),
역량강화교육, 네트워킹 데이, IR 데모데이,
글로벌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기간: ‘22. 3. 29.(화) ~ 4. 15.(금),24:00까지
-문 의 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 055-291-9374

-주최/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대상: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〇 예비재창업자: 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자
(경상남도 내 창업예정자)
※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필수
〇 재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소재한 창업 3년
이내('19.3.31.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
-모집규모: 총 5개팀 (재창업기업 3, 예비 재창업자 2)
-지원내용: 재창업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자금)지원, 인프라 지원
-신청기간: '22. 3. 30.(수) ~ '22. 4. 27.(수), 18:00까지
-접 수 처: 이메일 접수(bsw@cei.kr) (메일 제목명: 재창업_홍길동)
-문 의 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경영지원본부
(☎ 055-291-9381, 9367)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지원 안내】
4-4. 「‘22년 프리팁스 및 포스트팁스(Pre-TIPS /
4-3. 「‘22 경남 기술창업(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공고」 안내
지원사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Track 1, 2)」 안내
-주최/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기관: 주식회사 크라우디
-사업기간: ‘22년 3월 ~ 12월
-모집대상: 경상남도 소재(본점) 7년 미만 창업기업 中
‘22.09.15 내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개설이 가능한 기업
-지원자격:
Track 1: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모집금액 1천만 원 이상 성공 경험 보유기업
Track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실패 경험 보유 또는 경험 全無한 기업
-지원내용
Track 1: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오픈 및 홍보 제반 비용 차등지원
및 예산 내 크라우드펀딩 관련 집행계획 기업 자율성 부여
Track 2: 크라우디‘ 플랫폼 내 프로젝트 오픈 지원 (타 플래폼 선택 불가)
-지원규모: Track 1: 5개사, Track 2: 5개사
-신청기간: ’22.04.11(월) ~ 04.29(금) 14:00까지
-신청방법: 필수서류 첨부하여 구글폼(신청링크) 제출
-신청링크: https://forms.gle/jnjBVHe3MeukApGS9
-문의사항: 크라우디 액셀러레이팅 팀 ☎ 031-778-6257

(1) 프리팁스(Pre-TIPS)
-지원기간: 10개월/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70%)
-선정규모: 30개사 내외
-신청자격: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
한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신청기간: (1차)‘22. 3. 29.(화) ~ 4. 19.(화), 18:00까지
(2차)‘22. 6. 1.(수) ~ 6. 30.(목), 18:00까지
(3차)‘22. 9. 1.(목) ~ 9. 30.(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3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2) 포스트팁스(Post-TIPS)
-지원기간: 18개월/ 최대 5억원(총 사업비의70%)
-선정규모: 50개사 내외
-신청자격: 팁스 R&D '완료(성공)'판정을 받은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신청기간: (1차) ‘22. 3.29.(화) ~ 4.19.(화), 18:00까지
(2차) ’22. 6. 1.(수) ~ 6.30.(목),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2차 신청접수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 02-2039-1194, 1354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4-5. ‘22년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사업 창업
기업 모집 공고」 안내

4-6. 「‘22년 K-스타트업 센터(KSC)해외진출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내용: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 60백만원
사업화자금(3천만원)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
-선정규모: 7개국 80개사 내외
’22. 5. 1. ~ 12. 31 (예정)
(국가별 선정규모는 경쟁률에 따라 배분)
90개사 내외 (일반형 81개사 이상, AC 추천형 9개사 이내)
’15.3.30 ~ ’22.3.29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구분 이스라엘
인도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신청유형(일반형/AC추천형) 및 액셀러 이터 각 1개씩 선택

-지원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협약기간:
-선정규모:
-신청자격:
-신청분야:
구분
액셀러
레이터

미국

NEMIC

MTB

영국

독일

싱가포르

베트남

WCP

Silcon Alee

Accrete
Innovation

VSV Captial

엔
피
프
틴파
트
너
스

롯데벤처스

액셀러
레이터
특화
업종**

의료바이오,
방산

에듀테크,
애그테크

디지털전환,
디지털헬스

핀테크,
스마트시티

AI,
대
체
에
너
지

*

AR·VR,
스
마
트
에
너
지

문
화
콘텐
츠

**

-신청기간: ’22.3.30~4.15. 15시 까지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투자를 받은
(국내·외) 이력이 있거나 진출지역의 매출(수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
-지원내용: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60백만원)
-신청기간: ‘22. 3. 22.(월) ∼ 4. 14.(목), 16: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K-Startup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문의 ☎ 국번 없이 1357
사업문의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 02-2039-1652, 1685, 160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클릭) 참조

4-7. 「‘22년도 여성창업경진대회」 안내

4-8. 「‘22년 W-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참가대상: 창업 후 5년 미만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22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접수 마감일(’22.4.22) 기준
-참가부분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미만 기술 기반 아이템*의
여성 창업기업 또는 이공계 전공 예비 여성창업자
* IT/ICT, 생활/바이오헬스, 교육서비스/콘텐츠 등
※ 다음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업
-지원내용: 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화지원금(기업당 70만원~20만원 차등 지급)
-지원규모

컨소
시엄

-

-

igniteXL,
스타트업X

구분 부문
내용
기술 혁신적인 기술 기반 아이템
창업
일반 기술 외 사업화 가능 아이템
예비 창업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사업개시일 6개월 미만인 자

지역 창업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
에 소재지를 둔 여성창업자

-

분야
IT/ICT, 바이오/헬스, 기계, 전자 등
교육, 상담 등 지식서비스, 뷰티,
푸드, 생활재의 제조, 유통 등
기술/지식/일반 등의 아이템으로
사업화 아이디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충남,
전남 지역 소재

구분
지원규모

교육

멘토링

10개사이상

컨설팅

사업화지원

50개사내외

50개사내외

-시상내역: 총 32팀, 상금 총 4,700만원
-신청기간: ‘22. 3. 28(월) ~ ‘22. 4. 22(금) 18:00까지
-접수기간: ‘22. 3. 14(월) ∼ ‘22. 4. 15(금)
-신청방법: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온라인 신청
-접수방법: (www.wbiz.or.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
-문 의 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창업경진대회 담당
☎ 02-369-0943, kangkh@wbiz.or.kr
☎ 02-369-0943 E. kangkh@wbiz.or.kr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지원 안내】
4-9. 「‘22년 청년식품 창업성장지원사업
(예비창업) 참여기업 2차모집 공고」 안내

4-10. 「‘22년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후보
상품 추천 기업 모집(7월지정)」 안내

-모집기간: '22.4.5.(화) ~ 4.26.(화) 17:00 까지 -신청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센터 지원기업*으로
※ 접수 마감일은 다수 제출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물품 직접 생산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생산
마감 1시간 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업
※ 벤처기업은 업력무관
-모집대상: 식품분야의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예정인
-신청품목: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신기술 및 융복합 기술관련 물품서비스
청년(개인) 또는 팀* (청년) 만19~3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상품분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군 총 8개 분야 해당제품(완성품 기준)
-모집규모: 전문교육 대상 50社 내외
-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내용(조달청)
* 교육이수자 中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화 지원 대상(30社) 선발 예정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및 인증 마크 부여
-지원내용
가. 전문교육: 창업ㆍ사업화를 위한 식품창업 분야 역량강화 교육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 및 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나. 사업화지원: 사업화 비용 지원, 시장검증, 마케팅 지원,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전문가 멘토링 연계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다. 사후지원: 기업 홍보,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연계지원 등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본 사업은 식품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업 당 연간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지원한도가 적용됨(최대 70백만원)
-신청기간: ~‘22.4.22.(금), 24:00 까지(상시접수)
-신청방법: 식품진흥원 포털서비스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https://fiis.foodpolis.kr)
박상욱 연구원 (sangwuk@ccei.kr)
-문 의 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업유치지원부 벤처창업팀
☎
055-291-9382
☎ 063-720-0568, (e-mail) lab@foodpolis.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바로가기) 참조

【5. 기타 안내】
5-1. 「‘22년 중소벤처기업 성실경영평가
사업 공고」 안내
-신청자격
◦성실경영평가: 폐업이력이 있는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유효기간 內) 중 심층평가 신청자
-사업내용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
한 기업에 대해 중기부 재기지원사업*, 재기기업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6, 제99조의8) 및 성실
경영 심층평가 등 신청자격 부여
◦성실경영 심층평가: 폐업 전·후 적극적 성실경영
노력 및 재기성공역량(준비도) 등을 심층평가하여
재기지원사업 참여혜택 우대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www.rechallenge.or.kr) 홈페이지 신청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재도전종합지원센터
☎ (02) 3211-5609, (이메일) cik@kosmes.or.kr

5-2. 「‘22년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애로 지원
사업 재공고」 안내
-사업기간: ‘22. 1.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사업내용: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
-대

상: 김해지역 중소기업 제조업체, 소상공인, 창업업체 등

-추진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등 접수 후 분야별 자문위원 연결
-자문분야: 창업, 경영, 기술, 마케팅, 수출입, 투자,
지원사업기획 등 총 7개 분야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화, 온라인 (http://gibf.or.kr),
팩스(055-346-9911), 메일 : masca44@hanmail.net
-방문주소: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7층
-문 의 처: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업육성팀 ☎055-310-9225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5-3. 「‘22년 경남 산학협력 친환경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안내

5-4. 「‘22년 경남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2. 3월 ~ 11월
-지원기업 대상 자격
(수혜기업)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경남 소재 기업 우대
-지원내용
(수혜기업) 친환경 제품(기술) 기반 혁신아이디어 신제품 개발 지원
(수행기업) 디자인 실무 및 목업 제작 경비, 창작료 등 지원
-접수기간: 공고일 ~ ‘22. 4. 15.(금) 17:00까지
-접 수 처: 이메일로 접수 : dkworks@kidp.or.kr
-문 의 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 (055) 298-1556

-지원기업 대상 자격
(수혜기업) 경남 소재 중·소, 중견기업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 대상 제조기업은 제외(소·부·장 제조기업)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디자인전문회사 경남 소재 기업 우대
-지원내용: 포장디자인개발
* 제품 및 시장조사에 따른 마케팅 방안 도출, 포장 지기구조 개발,
디자인 개발(그래픽, 전용색상, 로고 등), 디자인 출원 등
-접수기간: 공고일 ~ ‘22. 4. 15.(금) 17:00까지
-접 수 처: 이메일로 접수 : dkworks@kidp.or.kr
-문 의 처: 한국디자인진흥원 경남제조혁신센터 윤계하 선임연구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F206 ☎ (055) 298-1556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한국디자인진흥원(☞바로가기) 참조

-사업기간: ‘22. 3월 ~ 11월

【5. 기타 안내】
5-5. 「개방형 이노카페 심층상담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안내

5-6. 「‘22년 소프트웨어품질 관련 시험성적서
(일반시험) 및 품질관리지원 모집 공고」 안내

-공고기간: ‘22. 4. 1.(금) ~ ’22. 4. 14.(목)
-공고및접수안내: 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홈페이지 접수
-지원대상: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경남 지역 주력 산업 및 전후방 연계산업
※ 주력산업 :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금회 지원규모: 최대 15개사
(※1~3차 총 40개사 지원 예정,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지원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및 해소를 위한 전문위원이 기업현장에 방문
하여 심층 컨설팅 수행지원(기업당 5회, 회당 1시간 이상)
⁃ 기술애로를 제외한 전분야 지원
(기술애로의 경우 ‘기술닥터’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가능)
⁃ 매칭 전문위원은 경남테크노파크 전문가 Pool을 활용하며, 필요 시
심사를 통해 Pool 추가등록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김여항 연구원( ☎ 055-259-3367,kyhang1175@gntp.or.kr)
김소진 연구원( ☎ 055-259-3366,sojinkim@gntp.or.kr)

-사업내용: SW품질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 전문기술교육 등 동남권
SW품질역량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SW기업에 대한 SW품질관리 활동 지원
-지원기간: ‘22. 4. 1. ~ 12. 31.
-지원대상: 본사 소재지가 경남에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
-지원내용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구분

지원내용

지원수

비고

SW제품·서비스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

◦ 정적, 동적 테스트 수행을 위한 테스트 컨설팅과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 센터 내 구축된 상용·공개 SW테스트도구
(Sparrow DAST, LDRA 툴)를 활용한 SW테스트 지원

각
30건

직접
지원

소프트웨어
시험 성적서
(일반시험)지원

◦ ‘22년 11월 31일까지 시험 진행이 가능한 SW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일반시험) 시험료

6건

시험
수수료
전액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제출
-문의 및 접수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AI데이터팀
이예림 연구원 ☎ (055-259-5005), dpfla9424@gntp.or.kr,
김중한 전임연구원 ☎ (055-259-5020) jhkim86@gntp.or.kr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5-7. 「‘22년 김해상공회의소 공공조달 무료 5-8. 「모범근로자 추천 협조」 안내
실무교육 개최」 안내
-추천인원: 1명
-일
-장
-대
-강

시: ‘22. 4. 26(화) 13:30~17:30
소: 김해상공회의소 대회의실(5층)
상: 공공조달 서비스 이용 및 관심 기업
사: ㈜인포스 박해성 강사(전자입찰 실무교육)
㈜플러스 정종훈 강사(다수공급자계약 실무교육)
-내
용: ⁃ 공공조달 전자입출 실무교육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실무교육
⁃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한: ‘22. 4. 25(월) 18:00까지
-신청방법: 김해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문
의: 김해상공회의소 경영사업팀 변창훈 대리
☎ 055-337-6001
※ 자세한 사항은 김해상공회의소(☞바로가기) 참조

5-9.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산업용업종」 안내

-추천서류: 대표자 명의의 추천공문 및 공적조서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는 부서장, 추천관은 대표자
명의로 작성
-추천기한: ‘22. 4. 22(금)까지
-표창장전달 및 시상: 상의에서 회원사를 사전방문
하여 전달하고, 회원사 대표자께서 직접 시상
-접 수 처: 김해상공회의소 총무팀
(☎ 055-337-6001~5)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4층)
※ 자세한 사항은 김해상공회의소(☞바로가기) 참조

5-10. 「‘22년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시험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대 상: 수도, 지하수 사용하여 요금 납부하는 세대 중

-모집규모: 120개 기업 내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등록된 공장등록 ※ 상시접수를 통해 사업예산 소진 시, 기업 선정 마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업체및 이에 준하는 공장이 있는 사업체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여 비용 지원 가능
-내
용: 1톤(㎥)당 970원 적용
-지원비용: 기업당 최대 120만원의 시험 비용 지원(부가세 포함)
- 공고일 이후 시험기관에서 받은 견적서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신청기간: 수시
기업당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단,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팩스접수
-접수기간: ’22. 3. 21.(월) ~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접수)
-제출서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rnd@kips.kr)
-문 의 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어린이안전팀
-문 의 처: 김해시청 하수과 하수행정팀
윤인상 관리원보 ☎ (070-5223-1402)
☎ 055-330-3987
※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바로가기) 참조

【5. 기타 안내】
5-11. 「‘22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인증
계획 공고」 안내
-인증계획: 2개 부문 10개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8개사, 고용안정 우수기업 2개사)
-신청대상
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m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
으로서 정상가동 중(2019.4.3. 이전 사업자등록)이며*, 최근 1
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고,(상용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소기업)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만 해당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
m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
으로서 정상 가동 중 (2019.4.3. 이전 사업자등록)*이며, 상용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등)를 정규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로의 전환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신청기간: ‘22. 4. 18. ~ ’22. 5. 3.
-신청방법: 기업 직접신청 또는 시장․군수 및 도내 경제단체장 추천
-접수및문의처: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경남도청일자리경제과(☎ 055-211-3324)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12. 「‘22년 중소기업 융합 촉진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안내
-신청분야 및 자격
분야
개방형
혁신

기술융합

대상

신청 자격

기업인

동종· 이업종 교류· 협력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 간 교류· 협력 활성화와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저변 확대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기업인

창조적 기술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신사업 창출로
국가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지원기관 및
단체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협업 전략 분야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하여 융합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한 지원기관 및 단체

및 단체 기업 간 애로‧ 분쟁 해결 및 협업제도 관련 정책‧ 학술연구
협업문화 지원기관
임직원, 학계
확산
등을 통해 협업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종사자 등

-포상규모: ‘22년 정부포상 규모 ·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신청기간: ‘22. 3. 28. (월) ~ 4. 29. (금)
-신청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서류 제출
* 우편 주소:(우편번호 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메일 주소 : sanghun@smtcs.or.kr
-문 의 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042-331-0551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5-13. 「‘22년_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공고문」 안내

5-14. 「‘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안내

-신청자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포상목적: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단체를 포상하여 상인·관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포상종류 및 규모 : 총 92점 예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단위 : 점)
-명문장수기업
확인 시 우대사항
표 창
훈장 포장
합계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행안부장관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2
2
10
11
52
15
92
⁃ SNS·언론·방송 등 매체에 명문장수기업 홍보
⁃ 기술개발, 수출, 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 관련 부처와 협의 이후 최종 확정 예정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포상추천기간: ‘22. 3. 28.(월) ~ 4. 18.(월)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
지원실 포상담당(☎ 042-363-7629) ※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 마감일(‘22.5.13.)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접수방법: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추천기한일 도착분까지 유효) 구분
문의처
주소
연락처
* 주소:(우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중소
중소기업중앙회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02-2124-3147
기업
기업성장부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부
02-2124-3146
(대흥동, 대림빌딩11층)
중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02-3275-309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담당자
기업
회원지원팀
(대흥동, 상장회사회관),5층 회원지원팀
02-3275-2106
전자메일(expo@semas.or.kr)로 기한 내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5-15. 「‘22년도 소재ž부품ž장비-뿌리산업
발전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안내
-신청(추천)자격: 국내 소재ž부품ž장비산업 발전 및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 자로,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처리지침」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체 포함)
-포상규모: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신청기간: ‘22. 3. 28. (월) ~ ’22. 4. 28.(목) 18:00
-신청방법: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소재부품장비기획팀
최진영 책임연구원 ☎ 02-6009-3903e-mail : cjy@kiat.or.kr)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044-203-4918)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5-16.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안내
-포상개요
•포상자: 사업주, 노동자, 우수 숙련기술인, 직업훈련기관 대표,
직업훈련 교원, HRD·자격 업무종사자 등 6개 분야 유공자
•포상종류: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접 수 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한국폴리텍,한국기술교육대학,대한상공회의소,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접수기간: ‘22. 3. 30.(수) ∼ 4. 27.(수) (접수일자 기준)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국민 누구나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운영 → 접수처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 이메일 접수
-수 신 처: iodo3938@korea.kr
-문 의 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044-202-7275, 7285 또는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바로가기) 참조

【5. 기타 안내】
5-17. 「‘22년도 뿌리기업 명가 선정 통합 공고」 안내

5-18. 「‘22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통합 공고」 안내

-신청자격: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각 호의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정의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뿌리기업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등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선정혜택: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증, 현판수여,
-선정혜택: 명가 선정증, 현판수여, 뿌리기업 지원 사업
지원 사업 가점,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등의 기업지원
가점, 기업 홍보자료 제작 및 뿌리산업 발전 유공 단체부분
-신청기간: ‘22년 4월 6일(수) ~ ‘22년 5월 6일(금) 18:00
추천 등의 기업 지원
-신청방법: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신청기간: ‘22년 4월 6일(수) ~ ‘22년 5월 6일(금) 18:00
-신청방법: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우)135-98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접 수 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우)135-98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문 의 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이동기 연구원 ☎ 02-2183-1646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세중 연구원 ☎ 02-2183-1645
-문 의 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신승한 연구원 ☎ 02-2183-1643
※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바로가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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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공지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4.4 ~4.17 )
3. 4대 노동 기초 질서

2. 「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 및 홍보」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
‘22. 4. 4.(월) 0시 ∼‘22. 4. 17.(일) 24시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조치 행정명령 시 홈페이지(☜클릭) 참고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사람 간 1m 거리두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사적모임)
• 접종 여부 상관없이 전국 10인까지
(방역수칙 조정)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4시까지 가능(운영제한 24시~익일 05시)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출입자명부작성 의무화 및 방역패스 장정중단 유지

방 역 수 칙
‧
•

<24시까지 가능>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업, 실내체육관,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사적모임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예외범위 계속 유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모임‧행사
(집회 포함)

•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공통

•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돌잔치
장례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체육시설

•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개까지 가능
음식물 취식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정규 종교활동(미사, 법회, 예배, 시 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결혼식

종교시설
•

「 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 및 홍보 」
※ 김해시청 홈페이지(☜클릭) 참고

「4대 기초 노동질서 안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클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