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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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억원 이하 신청 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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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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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경제진흥원(☞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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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 055-230-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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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

5. 「‘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지원 등)」 안내

6. 「경남 ‘22년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공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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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사 업 명: ‘22년 수출물류비 긴급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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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 물류비(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지원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추진기관: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21.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http://trade.gyeongnam.go.kr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
의
처: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김성희 주무관 ☎ 055-211-3494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김민훈 팀장 ☎ 055-289-9413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클릭)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 「‘22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이전
연계형 수요중심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차)」 안내

1-2. 「‘22년도 기술닥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3. 「경남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수혜기업 2차 모집 공고」 안내

1-4.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 공고」 안내

-운영기간: ‘22. 5. ~ 11.(7개월간)
-지원규모: 30개사
※ 1단계 컨설팅 수혜기업 중 선정평가를 통해 2단계 일부 지원
-지원규모: 3개 과제 내외, 기업당 18,000천원
-지원내용
-신청방식: 자유응모, 기업을 주관으로 하되
(1단계)기술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기술애로 컨설팅 지원
기획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2단
계)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등 사업화 경비 지원
-지원기간: 협약일 기준 5개월 이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으로 아래 ①~②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연구소,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연번
지원대상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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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남인 중소기업
- 경남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계 산업 중소기업
경남 중소기업 중 2022년도에 공공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
※ 경남 주력산업 :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②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업(당해연도 기술이전 예정기업도 포함)
-지원분야: 기술애로 컨설팅
-신청기간: ‘22. 5. 2.(월) ~ 5. 20.(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www.gntp.or.kr)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공고및접수기간: ‘22. 5. 3.(화) ~ 5. 16.(월)
원본 1부 제출(우편 또는 방문)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접수 및 문의처: 기업지원단(기술사업화팀)
신대용 연구원 ☎ 055-259-3476, 박유안 전임연구원 ☎ 055-259-3478 담당자: 김소진 연구원 ☎ 055-259-3366, sojinkim@gntp.or.kr

-사업기간: ‘22. 5. ~ ’22. 12.(8개월)
-사업내용: 경남특화산업의 중점 및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과제
지원프로그램
지원금
지 원 규 모 와 특화산업과 XR융합가치가 높은과제를 발굴하여 제작 및 실증 지원
사전컨설팅
․ 300천원/회 × 3회
43개사
-지원분야: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제작 지원사업
컨설팅지원
심화컨설팅
․ 300천원/회 × 7회
17개사
-사업규모: 예산 6.0억원
개별연계지원
․ 기업 당 50백만원(VAT 제외)**
17개사
◦ 지원 과제수: 5개 과제(자유:3, 지정:2)
공동성장연계형
․ 컨소시업 당 100백만원(VAT제외)**
1개 컨소시엄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및 지원금 지급(협약체결 후 2회 분할지급)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이 경남
소재한 제조기업 중 자동차·조선산업 관련 전·후방 중소기업 -지원대상: 5G기반의 XR·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제작 과제
수행이 가능한 경남 지역 중소/중견 ICT·SW기업·컨소시엄
-주관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기간: ‘22. 4. 15.(금) ~ 5. 16.(월)
-추진방법: 기업이 당면한 애로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기업이 필요한 기술지원 등 One-stop Package 지원 -접수기간: ‘22. 5. 10.(화) ~ 5. 16.(월)
-접수기간/신청방법:＇22. 4. 26.(화) ∼ 5. 17.(화)
-신청절차: 서류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
인터넷 접수(http://www.gntp.or.kr/)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및문의: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디지털콘텐츠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산업팀 경남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담당자 이명재 연구원
-접수 및 문의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 ☎ 055-259-5073, mjlee@gntp.or.kr )
18번길22 본부동 103-1호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 7길(봉암동)21, 8동 경남VR/AR제작거점센터 2층
기술사업화팀 오은진 전임연구원 ☎ 055-259-3477
-지원규모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5. 「LNG 극저온 기자재 기술지원사업 2차 1-6.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안내
모집 공고」 안내
-지원기간: 협약일 ~ ‘22. 10.
-지원내용: ESG 컨설팅 및 평가보고서 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
-컨설팅기관: 한국생산성본부, ㈜나이스디앤비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협업기관: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및 공장 보유 기업
경남은행, 신용보증기금, 경남벤처투자
-지원기간: 협약일 ~ `22. 10.(약 6개월)
-지원대상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①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지원분야: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있는 중견ㆍ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
-신청방법 및 접수: 우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② 경남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계 산업에 영위중인 중견ㆍ중소기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
※ 경남 주력산업 :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제 출 처: 경남 김해시 골든루트로 80-140
-지원내용
이상윤 선임기술원 sylee@kimm.re.kr
ㅇ 지원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신청접수: ‘22. 4. 26.(화) ~ 5. 13.(금), 24:00까지
대한 항목별 검증자료 점검 및 실사를 통한 인터뷰 등 진행 후 평가등급 산출
※ 우편 접수는 5.16(월), 18:00 이전 도착에 한함
ㅇ 지원 산출물: ESG 평가보고서 발행 * 참여기업에 별도 지원금액 없음
-문 의 처: 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 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신청방법: 홈페이지 (www.gntp.or.kr) 온라인 접수
김모세 선임연구원 ☎ 055-326-2003 -신청기간: 4. 27.(화) ~ 5. 13.(금)
이상윤 선임기술원 ☎ 055-326-0127 -문 의 처: 기업지원단 최혜수 전임연구원 ☎ 055-259-3368

-지원대상: 조선해양 관련 중소‧중견기업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7. 「‘22년 경남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안내

1-8. 「'22년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 안내

-모집기간: ‘22. 5. 2.(월) ~ 6. 10.(금) 18:00까지
-지원내용: 증시상장 컨설팅(10회)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 중 증시
상장에 관심 있거나 상장 계획 중인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규모: 총 3개사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경제기업정책팀
배유진 주임, 이메일: blus1231@gnepa.or.kr,
☎ 055-230-2955
※ 주 소: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층

-지원품목: 채광창 안전덮개, 안전블록 셋트
-지원대상: 50인 미만 전(全) 업종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지원조건: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 안전블록 셋트는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에
한(限)하여 지원 가능
-접수방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 clean.kosha.or.kr )에 회원가입 후 신청내용 작성
※ 인터넷 환경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신청
-지역별 문의처: 경남동부지사(김해시,양산시,밀양시)
김근아 차장 ☎ 055-371-7531,
구병훈 주임 ☎ 055-371-7533
-문 의 처: (대표전화) 1544-3088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1-9.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
개발사업 컨설팅 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 공고」 안내

1-10. 「지능형기계 제조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기간 및 규모

-신청자격: 경남지역 소재 지능형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구분
컨설팅지원
(2차)
컨설팅지원
(3차)

공고일정
‘22. 5. 4. ~
‘22. 5. 25.
‘22. 6. 예정

지원기간
협약일로 부터 ~
‘22. 8. 31.
협약일로 부터 ~
‘22. 10. 31.

지원규모
1건당
5,000천원
이내

지원수
10건
내외
6건 내외

-지원내용: 스마트 센서 또는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
기술애로 컨설팅 지원
-신청조건: ❍ 대상기업: 경남지역 소재 스마트 센서 또는
스마트 센싱유닛 관련 중소·중견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접수기간: ‘22. 5. 11.(수) ~ 5. 25.(수)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gntp.or.kr )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문 의 처: 경남TP 나노융합센터 연구원 양지웅
☎ 055-337-5268 / jiung20@gntp.or.kr

및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규모
지원 프로그램
① 지능형기계 설계
· 해석지원
(설계, 구조, 유동해석등)
② 지능형기계 제조공정
설계 표준화·최적화
구축 지원

지원금액

지원규모

비고

2~5백만원/건

21건

전년도 우수성과(고용, 매출)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비 차등 지원

최대
10백만원/건

6건

-수혜기업 공고: ‘22. 5. 3.(화)  5. 13.(금)
-지원신청서 접수: ‘22. 5. 13.(금) 18:00마감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ntp.or.kr)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기계소재부품센터
조성화 ☎ 055-259-4704 jsh3723@gntp.or.kr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1-11.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안내

1-12. 「‘22년도 경남SW융합클러스터2.0 특화
산업 경쟁력강화 신규모집 공고」 안내

-선정규모: 2개 부문 총 15개 과제 선정 및 시상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5개 과제 선정 예정
-참가자격: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선정절차: 예선, 본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구 사
업화 챌린지에서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에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및 상금 수여
-지원 및 혜택사항: 예선 통과 50개 과제 대상 과제
기획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 진출 15개 과제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정책자금(최대 5억원 이내) 투자지원, 발표 스
킬업 멘토링 등 혜택 지원
-신청기간: ‘22. 4. 27.(수) ~ 5. 27.(금), 17:00까지
-접수방법: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부문별 참가신청 서류
별첨) 송부 경남테크노파크 담당자: 이경찬
☎ 055-259-3327 ( channy@gntp.or.kr )
※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경상남도) ‧ 무인선박‧,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지원대상: 사업 공고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경남
지역으로 ICT‧SW사업자 등록기업
-지원분야: 기계설비산업 기반 SW융합 제품상용화 과제 지원
-적용기술: ICT융합기술
(인공지능, Big Data, IoT, VR/AR/MR, Blockchain, CPS 등)
-지정공모
o 기업 선정 규모: 7개 과제(장기과제)
o 사업비: 총사업비의 75%이내 사업비 지원
(매칭펀드 방식) ※ 민간부담금 현금 20% 이상
o 사업기간: 20개월(2022. 5.∼2023.12)
-지원혜택: 과제개발, 마케팅 지원, 인프라 구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관련양식 다운로드 및 접수
-접수기간: ‘22. 4. 28.(목) ~ 5. 27.(금) 16:00까지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정소희 연구원 (☎055-259-5075, soheej@gntp.or.kr)
김 진 연구원 (☎ 055-259-5076, jkim@gntp.or.kr)
※ 부재시 이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3. 「‘22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신청접수 공고」 안내

1-14. 「‘22년도 경남김해강소특구 지역 특성화
육성 과제 기업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자격요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성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을 원칙으로 함

구분
도입
기업
컨소
시엄

공급
기업

자격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경남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경남 김해시 소재기업 중 특화분야(의생명·의료기기) 기업
-2021년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수혜 기업
-사업내용
세부사업
IU기업
성장 지원
IU기술이
전 및 병원
구매조건부
지원

주요 내용
특구내 기업 및 김해지역 의생명·의료기기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제 지원
공공연구기관(대학포함)기술이전을 받아 기술사업화를 하는
경우 또는 수요처(병원)가 제안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필수: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이전 계약서 필수이며,
노하우이전은 제외함
구매조건부 사업의 경우 수요처 구매 확약서 필수
의생명·의료기기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전)임상시험 또는
제품 개발 후 제품 생산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 지원
- 필수 : (전)임상시험, IRB승인, GMP생산 시설 과의
과제 수행 확약서
제품 생산이 완료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국 내/외 박
람회 참가,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SNS
등 비대면 홍보 지원

지원 규모

패키지구성

(25백만원
이내)
4개사 내외

1개 이상

(30백만원
이내)
12개사 내외

1개 이상

-지원규모: `22년도 총 42개사
(1차 모집 15개사, 2차 15개사, 3차 12개사) IU임상지
(50백만원
원및
내외)
1개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의료기기
2개사 내외
인증 지원
-과제유형: 일반과제 및 해외연계 과제, 고도화 과제
판로개척
(5백만원 내외)
마케팅
-신청기간: ‘22. 5. 4.(수) ~ 5. 27.(금)
지원
10개사 내외
개별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신청
( www.ultari.go.kr )
-신청방법: 경남김해 강소특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공고 및 접수일자: ‘22. 5. 4.(수) ~ 5. 20.(금) 16:00 까지
-문 의 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세진 과장
-문 의 처: 경남김해강소특구 빅드림웰바이오사업단
☎ 02-368-8762 / prevention@win-win.or.kr
지역특성화 육성팀 담당자 김익균 ☎ 055-320-3921∼2
※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김해강소특구(☞바로가기) 참조

1-15. 「‘22년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모집 공고」 안내

1-16. 「‘22년도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계획
공고」 안내

-모집대상: 경상남도에 소재(본사, 공장)한 중소·벤처기업 -선정규모: 20개 기업 내외 (‘22년)
중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
* '22~'26년간 총 100개 기업 선정
-모집규모: 5개 내외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방산분야 종합 컨설팅·자금·R&D·수출 지원 등
-협약기간: 5년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맞춰 Full-Package 지원
-지원사항:
-신청대상:
국방 5대 신산업분야에서 사업 중이거나, 기타
○ 군사업화과제 발굴, 기술개발 및 시험평가 지원 등
전반적인 국방사업화 지원
국방에 적용가능한 기술(품목)의 혁신개발전략과 이를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외부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이행할 기술(품목)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경영컨설팅 및 홍보지원 등 경영지원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2. 5. 17.(화) 15:00까지
○ 국방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제공 등
-신청기간: ‘22. 4. 27.(수) ~ 5. 18.(수) 17:00 도착 분까지 -신청방법: 전자우편 접수 (수신처: inno@krit.re.kr )
-문 의 처: 방산혁신기업 100 사업 관련 사항 : 방위사업청
-신청방법: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
(아래의 주소로 발송 후 유선통보)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7
-제 출 처: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신청자격, 접수, 선정평가 관련 사항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3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B동 201호
☎ 055-751-5567
경남국방벤처센터 ☎ 055-254-1990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바로가기) 참조

1-17. 「‘22년도 방산혁신클러스터 방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참가 기업 모집 공고」 안내

1-18. 「‘21년 경남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방비) 추가 공고」 안내

-관련공고: ‘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
‘21년도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모집대상: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본사(또는 공장)
’21년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공고
소재 방산분야중소･벤처기업
-추진기관: (재)경남테크노파크
-사업기간: 공고일 ~ ‘22. 12. 31.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0회 ※ 기업부담금 없음
-신청기간: 공고일 ~ ‘22. 9. 30.
기술 및 경영분야 방산 전문가를 매칭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상기 “관련공고”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도내 기업
-신청방법: 담당자 메일 접수( april829@cwip.or.kr )
-지원대상: 신청분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경남에 공장만 소재한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지원내용: 경상남도 및 시·군 지원금을 도입기업에 현금
공장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또는 현물로 지급
-문 의 처: 방산클러스터사업부 경남·창원 사업단 -신청방법: https://www.gntp.or.kr/biz/apply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함수연 연구원, ☎ 055-259-3344
박정현(사원) ☎ 055-254-1987
정종혁 연구원, ☎ 055-259-3347

-모집기간: ‘22. 4. 22.(금)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모집

※ 자세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1. 자금 지원 안내 】
1-19. 「‘22년도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1차년도) 시행 공고」 안내

1-20. 「‘22년도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
기반구축사업 기술지원 수요업체 모집 공고」 안내

-신청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본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유기업) 또는
본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경상남도 이전이 확정된 기업
-지원분야: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 사업의 기술
개발 Road-Map을 통해 도출된 대상 기술을 포함하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첨단 시제품 개발 지원
-지원형식:10개 과제 (STAR 기업 과제 2개, Pre-STAR 기업 과제 8개)
-지원규모: 시제품 개발비 등 56,400 천원 이내/예산 범위 내
-신청기간: `22. 5. 2.(월) ~ 5. 12.(목) 18:00까지
-신청방법 및 문의: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지원유형: ㅇ 수송시스템용 소재부품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라믹기술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라믹기술원(☞바로가기) 참조

1-21. 「‘22년 찾아가는 스마트공장 교육
지원사업 공고」 안내

1-22. 「‘22년도 혁신시제품 등록 및 수요과제 발굴
컨설팅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4차)」 안내

-지원기간: ‘22. 5. 2. ~ 12. 9. (약8개월)
ㅇ 1차 교육기간: 22. 5. 2. ~ 8. 31.
ㅇ 2차 교육기간: 22. 9. 1. ~ 12. 9.
※ 예산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지원대상: 경남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내용: 스마트공장 전문강사 교육비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교육내용: 스마트공장 표준지도(기업운영관리, 공장관리,
데이터수집, 전송제어, 생산설비) 관련 교육 추진
※ 신청기업의 희망 교육 일정 및 시간 반영하여 교육 수행
-교육운영: 기업 맞춤형 방문 교육, 기업 특강형 집체 교육
-신청기한: ‘22. 5. 2.(월)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ywjeong@gntp.or.kr ),
-접 수 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벤처동 504호
-문 의 처: 기업지원단 정연우 전임연구원 ☎ 055-259-3452

-사업규모: 기업당 3,500,000원 이내
-사업내용: 혁신시제품 등록 및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대상: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보유
-신청자격: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기술 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신청분야: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한국판뉴딜2.0
분야 중 1가지 선택 후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 (중복신청 금지)
-신청기간: ‘22. 4. 22.(금) ~ 5. 13.(금)
-신청방법: 경남TP (www.gntp.or.kr) 홈페이지 전산 접수
-문 의 처: 문희라 선임 ☎ 055-259-3375, moon@gntp.or.kr)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ㅇ 수송시스템용 소재부품 관련 첨단기술 지원을 통한 전문기업
육성, 업종전환 지원
-신청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경상남도에 본사
또는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본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보유기업) 또는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 본사
또는 공장중 1개를 경상남도 이전이 확정된 기업
-지원금액 및 한도
ㅇ 업체당 사업비는 기반구축사업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
지원규모 : 10,000~15,000천원 이내/예산범위 내
-신청기간: `22. 5. 2.(월) ~ 5. 12.(목) 18:00까지
구분
기관/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이메일
한국세라믹
문소윤
☎ 055-792-2713
-신청방법: 이메일 및 방문접수
신청/접수
기술원
선임기술원
( msy@kicet.re.kr )
(이메일) 한국세라믹기술원(msy@kicet.re.kr
관련 총괄
한국실크
정문화
☎ 070-4165-0236
문의
(방
문) 진주시 소호로 109, 한국세라믹기술원 융복합수송소재센터
연구원
팀장
( culture7@ksri.re.kr )
-신청/접수관련
총괄문의: 한국세라믹기술원
(방문1) 진주시 소호로 109, 한국세라믹기술원 융복합수송소재센터
문소윤 선임 ☎ 055-792-2713
(방문2)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96번길 5, 한국실크연구원 융합신소재연구팀

【 2. 일자리 지원 안내 】
2-1.「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2-2. 「‘22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경남고용안전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헤 참여 -신청대상: 경남도에 소재하고 ‘22년 4월말 기준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
한 구직자(위기산업 퇴직자를) 신규 채용한 경남도 내 기업
-지원 한도 및 지원기간
창원시,김해시,사천시 거주 구직자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외 거주 구직자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외 경남 소재 기업 취업
⇒ 창원시,김해시,사천시 소재 기업 취업
⇒

-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0명 이내
-지원금액: 1명당 최대 600만 원(월 200만원×3개월)
-지급방법: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
-지급조건: 신규채용 후 12개월간 고용유지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예산마감 시까지
-제출방법: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문의 및 신청서: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센터
☎ 055-289-1109, FAX 050-4926-0270
E-mail: knemployment11@daum.net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클릭) 참조

구분

최대지원기간

인증
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
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지정기간내
최대 2년
해당사업 지원개시
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연간지원
한도금액

최대 지원한도금액

1억원

3억원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경제기업이인증사
회적기업으로 전환시 합산하여 최대 3억)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원

※ 자부담 비율 지원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10~30%까지 자부담 유지
-신청기간: ‘22. 5. 2.(월) ~ 5. 17.(화) 18:00
-신청방법: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문 의 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 055-211-3793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 055-330-3454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클릭) 참조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1. 「‘22 베트남 의료기기 및 뷰티케어전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3-2.「‘22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산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안내

-명
칭:
-기
간:
-참가기간:
-지
역:
-모집규모:
-참가품목:

‘22 베트남 의료기기 및 뷰티케어전
‘22. 9. 14.(수) ~ 9. 17.(토), 4일간
‘22. 9. 12.(월) ~ 9. 18.(일), 5박 7일
베트남 호치민
8개사
의료장비, 의약품, 진단장비, 분석장비,
보건의료 장비, 항노화제품 전반
-지원범위: 부스임차료(장치비) 100%,
통역비 50%, 편도항공료(1사1인)
-주체/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2. 4. 19.(화) ~ 5. 13.(금)
-대상업체: 도내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참가품목 대상)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 https://www.gyeongnam.go.kr/trade/index.gyeong )
-문 의 처: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통상수출담당
김성희 주무관 ☎ 055-211-3494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백운재 선임연구원 ☎ 055-259-3473

-명
칭: ‘22 김해시 무역사절단 Follow-up 지원사업
-사업기간: ‘22. 7월 ~ 12월
-사업대상: ‘16년 ~ ’21년 김해시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중 6개사
-지원내용:
m 무역사절단 참가 당시 관심 바이어와 재컨텍 및
신규바이어 연계지원
m 참여기업과 바이어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상담지원 등
m 바이어 응대, 수출 및 계약자문 등을 통한 수출성과 제고
-주
관: 김해시
-협력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한국콤파스
-신청기간: ‘22. 5. 2.(월) ~ 5. 15.(일)[14일간]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신청
( http://www.gyeongnam.go.kr/trade )
-문 의 처: 김해시 투자유치과 김수정 주무관
(☎ 055-330-478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정영민 차장
(☎ 055-268-2505)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3-3. 「‘22년 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IKMP) 사업 참가기업 모집」 안내

3-4. 「‘22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지원사항:
‧ 투자홍보물(영, 중, 일)제작 지원 및 Invest KOREA
홈페이지 게시 홍보
‧ KOTRA 36개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한 적격 투자가 발굴지원
‧ KOTRA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 참가 기회 부여
‧ 「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
-선정절차: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내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기간: 선정후 2년
-모집기간: ‘22. 5. 1.(월) ~ 5. 31.(화)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기업 : 외국인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혁신 기술 보유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등 => Invest KOREA 국문홈페이지에서신청
❍ 기관 : 지자체, FEZ 및 민간개발사(외국인 투자 유치를
희망 하는 프로젝트 보유한 경우) => 참가신청서(기관용) 작성
후 이메일 ( ikmp@kotra.or.kr ) 제출
-문 의 처: KOTRA 신산업유치팀 ☎ 02-3460-7795

-지원규모: 255개사 내외
-지원기간: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지원내용: 526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일반인증 474개, ESG‧탄소중립 신규인증 52종
-지원조건:
<지원인증 대상>
(일반인증)【붙임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74개 인증)”
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ESG·탄소중립 인증)【붙임2】“ESG*․탄소중립 인증 지원
대상(52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한도>
(일반인증)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ESG·탄소중립 인증) 일반인증 한도 외 기업당 최대 2건의 인증
지원,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추가지원
-신청자격: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신청기간: ‘22. 5. 2.(월) 09:00 ∼ 5. 31.(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s://www.smes.go.kr/globalcerti/ )
-문 의 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자세한 사항은 KOTRA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외인증규격지원센터(☞바로가기) 참조

3-5. 「TV홈쇼핑(홈앤쇼핑) 방송 입점 신청」 안내

3-6. 「‘22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2차 모집 공고」 안내

-신청대상: 국내 소재 소비재 생산(제조) 중소기업
신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선정절차에 따라 우수
상품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TV홈쇼핑(홈앤쇼핑) 입점 지원
1) 최근 1년 이내 기지원 받은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2) OEM 제품 가능, 해외 브랜드는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
3) 실질적인 동일업체가 다수 사업자로 신청시 1개 사업자만 인정
(최종선정이 되었더라도 추후 인지시 제외 처리)
-지원내용: 방송횟수(시간) : 1회(50분)
* 방송입점 업체는 판매수수료 등 업체부담 비용 일부 발생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microbiz0514@naver.com ）
* 메일제목에 [하반기 입점지원] 말머리 및 업체명 표기 필수
-제출기한: ‘22. 5. 13.(금) 18:00까지
-문
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
☎ 02-2124-3172~3

-사업기간: ‘22. 4 ~ 12. 이내(9개월 이내)
-주요내용: 대기업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지원
* 네트워크 : 대기업 보유 해외 무형적 자원 (인력,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역량 등)
* 인프라 : 대기업 보유 해외 유형적 자원 (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신청자격: 자사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업(5개사 이상)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
-신청기간: ‘22. 4. 25.(월) ∼ 5. 20.(금)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gw@win-win.or.kr )
-접수ㆍ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판로지원부
한류연계 ☎ 02-368-8755, 해외홈쇼핑 ☎ 02-368-8754,
해외거점 ☎ 02-368-8758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3. 수출 및 판로 & R&D 지원 안내】
3-7. 「‘22 파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전시회명: (한글) 2022 파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영문) EQUIP AUTO 2022
-개최기간: ‘22. 10. 18.(화) ~ 22.(토)(5일간)
-개최장소: 프랑스 파리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개최규모: 100,000㎡, 1,200개사 참가예정
-한국관 참가개요
가.모집업체수: 108sqm, 10개사 내외 홍보부스 2개 예정
나.참가연혁: ‘03년 최초 참가 이래 6회째 참가 (‘13년 중단 후 재개)
다.한국관 위치: 협의 중
라.전시품목: 정비기기, 애프터마켓 자동차부품, 액세서리,
유지보수용 제품 및 서비스 등
-신청기간: ‘22. 5. 4.(수) ~ 5. 27.(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및신청금입금(홈페이지신청: www.gep.or.kr )
*참가신청금을 참가신청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 (총 참가비가 아닌 참가신청금 310만원 선납부 必)
-문 의 처: ◼ 전시회 문의 및 참가비 입금 (재)아인글로벌 전시사업팀 :
김재석 팀장 ☎ 031-384-4089/e-mail : kjsb2@ainglobal.org
◼ GEP 온라인 참가 신청 오류 지원 KOTRA 본사 해외전시팀 :
홍예빈 인턴 ☎ 02-3460-3334 / e-mail : yebin335@kotra.or.kr
◼ 현지 동향 KOTRA 파리 무역관 : 조현경 과장
☎ 33-1-55-35-88-83 / e-mail : hkcho@kotra.or.kr
※ 자세한 사항은 KOTRA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3-8. 「‘22년 중소기업 산학협력 수출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안내
-사업규모: 도내 수출초보단계 소비재기12개사, 대학생60명
-사업대상: ‘21년 수출실적이10만$ 이하인 업체
◦ 경남소재 수출 중소 제조업체 (본사 또는 공장 경남 소재)
◦ 각종품 질인증 획득 ‧ 특허기술 보유기업, 벤처기업 등
-사업기간: ‘22.5. ~ 12.
-지원내용: ❍ 2,100,000원 상당의 서비스 지원
(E-catalog 제작/항목별 시장조사(1회)/소비자 트렌드
설문조사(1회)/사업파트너 연결지원(바이어 찾기)+화상상담
(3회)로 구성된 수출지원 패키지
❍ KOTRA 수출전문위원 수출 기초 컨설팅
❍ 사업 참여 대학생과의 소통 및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
(사업 참여 학생과의 소통 포함)
-신청기간: ‘22. 5. 4.(수) ~ 5. 27.(금)
-신청방법: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과 통상수출담당
이정훈 주무관 ☎ 055-211-3496
KOTRA 경남지원단 백현수 대리 ☎ 055-290-0622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안내】
4-1. 「‘22 청년창업기업 BI/CI 제작 지원
사업」 안내

4-2. 「‘22년 김해스타트업 온라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22. 5. ~ 8.
-주
최: (사)경상남도청년창업협회
-대
상: 경상남도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경상남도 내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모집규모: 총 30개팀(선착순 모집)
-지원내용: 청년 창업기업의 BI(브랜드로고) 또는
CI(회사로고) 중 택1하여 제작 지원

-지원내용: 온라인 채널구축, 콘텐츠활성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경남청년창업협회(☞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4-3. 「‘22년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KSC)
프랑스(파리) 입주기업 모집」 안내

4-4. 「’22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 공고」 안내

(2개 지원분야 중 세부사업 택 1)
-지원한도: 총비용의 80%이내 최대 2.5백만원
(자부담 20% 이상) ※VAT 제외
-선정규모: 창업기업 8개사 내외
-지원대상: 김해에 사업장을 둔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2015년 4월 이후 창업)
-사업비 집행방법
․ 제작비용 지급: 제작 총비용 선입금(선정기업 → 대행사)
-신청기간: ‘22. 5. 3.(화) ~ 20.(금) 18시 까지 이메일 도착 분 ․ 지원금 지급: 완료 심사 후 정산 지급(진흥원 →선정기업)
-모집기간: ‘22. 4. 29(금) ~ 5. 13.(금)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r2532@gnstartup.com ]
-접수방법: 비대면 신청서 접수
-문의전화: 청년창업협회 BI/CI 제작 담당자
( assky@gbia.or.kr 제출후 확인연락 요청 )
-문 의 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 055-724-0852 ]
( ☎ 055-310-9231)

-신청기간: ’22. 4. 18.(월) 10:00 ~ 6. 10.(금) 17:00
-접수 및 문의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분야
접수방법
접수처
문의 전화
(1)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2) 프랑스 및 인접국가*에
(사
)벤
처기업협회
벤처 활성화
최근 3년 이내(신청접수일 기준) 수출이 실적 있는 기업
☎ 02-6331-7013, 7140
투자 활성화
-우대업종: E-커머스, 문화콘텐츠
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03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창업진흥원
창업기업
K-Startup
-지원기간: 프로그램 참여일 ~ 6개월
창업
☎ 044-410-1715
홈페이지
활성화
* 사무공간은 ‘22.12.31까지 이용 가능
온라인 (https://www
.k-startup.go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기업
-지원내용: 프로그램 참가비 (사무공간 제공 비용 포함)
☎ 02-2156-2285, 2292
.kr)
* 숙박, 교통 등 부대비용 자부담
우수 정책입안
(사)벤처기업협회
-모집기간: ‘22. 5. 2.(월) 09:00 ~ 5. 13.(금) 18:00까지 지원
및 집행
☎ 02-6331-7013, 7140
기관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벤처창업
창업진흥원
민간생태계조성
☎ 044-410-1715
이희준 과장(9682) (hjlee80@kosmes.or.kr)
-신청접수: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송부
-신청분야 및 신청자격: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안내】
4-5. 「‘22년 경남형 재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연장 모집 공고」 안내

4-6. 「‘22 창업기업 IR 역량강화 프로그램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안내

-주최/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모집대상: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〇 예비재창업자: 재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재창업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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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9.(금) ~ 5. 13.(금) 18:00까지
-접 수 처: 이메일 접수 : bsw@cei.kr
(메일 제목명: 재창업_홍길동)
-문 의 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경영지원본부
(☎ 055-291-9381, 9367)

-주최/주관: 경상남도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기간: 5월 ~ 12월
-지원대상: 경상남도 소재(본점) 7년 미만 창업기업
※ 반드시 기업 본사가 경상남도 내 위치해야 함(사업자 등록증 기반)
-지원규모: 6개사 내·외
-지원내용: 선정기업 대상 IR 자료 제작비 지원
(기업별 400만원 이내)
* IR 및 PT 컨설팅, 사업계획서 멘토링, 투자 관련 멘토링, 센터 사업 연계 등
-접수기간: ‘22. 5. 20.(금) 23:59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chis2049@ccei.kr )
※ 압축파일 제목은 대표명_기업명
(ex: 홍길동_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결과통보: ‘22년5월중 이메일(당일 18:00 이내)
-문의사항: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경영지원본부
☎ 055-291-9300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바로가기) 참조

4-7. 「‘22년 1인 창조기업 마케팅(단독형․
공동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안내

4-8. 「‘22년 K-스타트업 센터(KSC) 해외진출
지원사업 창업기업 5개국 추가모집 공고」 안내

-사업예산: 정부지원금 총 9억원
(단독형* 최대 500만원, 공동형** 최대 1,000만원)
* (단독형) 1인 창조기업 단독으로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과제
** (공동형)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1
인 창조기업 또는 중소기업, 이하 ‘협업기업’이라 함)과 공동
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 및 홍보하기 위한 과제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 ’22.11.30.까지(약 5개월 내외)
-선정규모: 총 192개(단독형 136개, 공동형 56개) 내외
-신청자격: (단독형) 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
원
※ 예비 1인 창조기업도 신청 가능하나, 협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공동형) 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내용: (단독형)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
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
(공동형) 단독형 지원에 추가적으로 단기사업화를 위한
비용(재료비, 외주용역비) 지원
-신청기간: ‘22. 4. 29.(금), 09:00 ~ 5. 13.(금), 17:00
-신청방법: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국번없이 ☎ 1357

-지원내용: 해외진출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자금 최대 60백만원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
-선정규모: 50개사 내외
< 국가별 운영 액셀러레이터 및 특화업종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투자를 받은(국내·외) 이력이 있거나 진출지역
의 매출(수출)실적이 있는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2015년 4월 27일인 자부터 신청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1항,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기간: ‘22. 4. 27.(수) ∼ 5. 18.(수), 16: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 의 처: K-Startup 신청·접수 ☎ 국번 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구분

이스라엘

인도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의료·바이오,
정보·보안

에듀테크,
애그테크

AI, 친환경

게임·AR·VR,
에너지

문화콘텐츠,
이커머스

액셀러
레이터
특화
업종**

4-9.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모집 4-10. 「‘22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공고」 안내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동 모집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①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② 지원프로그램(창업교육, 멘토링 등)
**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협약기간: 선정 후 8개월 내외 (’22.7월 ~ ’23.2월)
-선정규모: 총 240명 내외(주관기관당 40명 내외)
-신청기간: ’22. 4. 19.(화) ~ 5. 18.(수), 16:00
-신청방법: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문의처: 부산대학교(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051-510-2944, 051-510-1944

-지원대상: 초기 창업기업(창업 후 3년 미만)
※ 「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② 지원프로그램(연합IR, 창업아이템 개선 등)
**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하며,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협약기간: 선정 후10개월 내외 (’22.7월~ ’23.4월)
-선정규모: 총 150개 내외(주관기관당 25개 내외)
-신청기간: ’22. 4. 19.(화) ~ 5. 18.(수), 16:00
-신청방법: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문의처: 부산대학교(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051-510-2944, 051-510-1944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4. 창업 안내】
4-11. 「‘22년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
기업 모집 공고」 안내

4-12. 「‘22년 청년 아이디어 도전 트랙 교육생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사업목적: 공공·민간 창업 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지원대상: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지원(최대 15백만원), 액셀러레이션 지원
-모집규모: 총 100명 지원

* 단,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 초기패키지
사업 ‘최우수’, ‘우수’ 기업, 재도전 사업 ‘최우수’ 기업
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 기업 중 [붙임 3]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①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② 지원프로그램(도약단계 특화 프로그램 등)
**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하며, 단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협약기간: 선정 후 10개월 내외 (’22.7월~ ’23.4월)
-선정규모: 총 120개 내외(주관기관당 20개 내외)
-신청기간: ’22. 4. 19.(화) ~ 5. 18.(수), 16:00
-신청방법: (www.K-Startup.go.kr)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주관기관문의처: 부산대학교(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 051-510-2944, 051-510-1944

-신청기간: ’22. 4. 15.(금) ~ 5. 20.(금), 17:00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전자메일로 송부
(직업계고 재학생*) centralwork@kosaf.go.kr
※ 직업계고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주관, 「2022년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별도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공고문(https://job.kosaf.go.kr) 확인
(만 39세 이하 청년) youth@semas.or.kr
-문 의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 042-363-7723~4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구분
모집규모

직업계고 재학생
30명

만 39세 이하 청년
70명

합계
100명

【5. 기타】
5-1.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 및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 일
정: ‘22. 5. 11.(수) ~ 6. 15.(수)기간 중 4회
- 방
식: 온라인(zoom회의)
- 참여신청: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내
용: 인증개요, 평가항목, 구비서류작성안내등
- 문의사항: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 가족친화인증기업 신청
- 신청대상: 공공기관 및 기업
- 신청기간: ‘22. 4. 25.(월) ~ 6. 30.(목)
- 제출서류: 가족친화인증신청서, 사업자증록증,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관련서류는 가족친화사업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회원 가입후 )신청가능
- 결과발표: ‘22.12월예정
■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김해시 가족친화인증기관 : 32개기관 (2021.12월말 기준)

5-2. 「‘22년 경남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사업 컨설팅 전문가 추가모집 공고」 안내

-사 업 명: 경남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사업
-모집대상: 증시상장 컨설팅 관련 지식 및 경험 ․
노하우가 풍부한 외부전문가
-모집기간: ‘22. 5. 2.(월) ~ 6. 10.(금) 18:00까지
-모집규모: 2명 내외
-지원내용: m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증시상장을 위한
상장요건,상장절차, 상장 로드맵 및 상장전략 수립 등
전문가의 컨설팅 10회 지원
m 온라인 및 오프라인(기업방문) 병행하여 실시 기업
방문은 최소 3회 이상 필수 사항
m 선정기업에 컨설팅계획서를 제공하여, 수요를 우선
반영한 매칭 진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경제기업정책팀 배유진 주임,
이메일: blus1231@gnepa.or.kr, ☎ 055-230-2955
※ 주 소: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1층

※ 자세한 사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바로가기) 참조

5-3. 「‘22년 SW테스트 전문가(CSTS) 양성
교육 지원 모집 공고」 안내

5-4. 「스마트IT 전문 인력 양성사업 Python
및 Java풀스택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안내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방법:
-지원내용:

-모집인원: 80명 (초급과정 20, 중급-트랙A 30, 중급-트랙B 30)
-모집대상: 경남에 주소를 두며,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교육기간: 6개월 이내
주 5일, 일 8시간 교육 실시하며,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함
※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며 대면-비대면 탄력적으로 운영
-교육비용: 무료
ㅇ교육인프라(PC 등) 및 교재 지원
ㅇ교육장려비(월 20만원) 및 식비(중식/석식) 지원
ㅇ(교육장소)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신청기간: (초급) 스마트IT 해커톤: ‘22. 4. 18. ~ 6. 17.
(중급) 스마트IT 트랙A: ‘22. 4. 18. ~ 7. 6.
(중/고급) 스마트IT 트랙B: ‘22. 4. 18. ~ 9. 27.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내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forms.gle/DFPiRRGDVBeJmGAt8
-문 의 처: (재)경남테크노파크기업지원정연우전임연구원 ☎ 055-259-3452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22. 5. 18.(수) ~ 5. 20.(금) (3일간)
지역 SW 관계자(개발자) 및 대학생 등 약 20명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ZOOM Webinar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진행
교육비 전액 무료,SW 테스트 전문가
(CSTS) 일반자격 시험비 전액 지원
-접수기간: ‘22. 4. 20.(수) ~ 5. 12.(목)까지
-신청방법: 담당자 E-Mail로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AI데이터팀
이예림 연구원 ☎ 055-259-5005,(이메일) dpfla9424@gntp.or.kr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AI데이터팀 김중한 전임
연구원 ☎ 055-259-5020, (이메일) jhkim86@gntp.or.kr

【5. 기타】
5-5. 「‘22년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5-6. 「‘22년 경남지역스타사업육성사업
PM(Project Manager) 모집 공고」 안내

-모집분야: 기업 경영전략 및 기술(R&D) 전문가 등
시: ’22. 5. 24.(화) 13:00 ~ 17:30
(경남주력산업) 스마트기계, 첨단항공,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소: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에너지센터
(전·후방 연관 산업) 주력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관련하여 원자재,생산,
2층 221호 국제회의실
제품판매 및 기술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방, 후방 산업
-참석대상: 중소기업 대표 또는 수출 및 인증관련 담당자 -모집인원: 00명
* 참가비 무료, 수료증 발급, 2022년 해외규격인증
-신청자격: 아래의 PM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함
① (산업계) 대·중소기업 소속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획득지원사업 신청 시 평가점수(1점)부여
②
(대학) 전문대학 이상에 소속된 관련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 재직자
-신청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
③ (연구소)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재직자
(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④ (기관) 정부산하 기업지원기관 관련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접속하여 기업회원 로그인 후 [교육신청 메뉴]
(수출, 마케팅, R&D 기술분야 업무 등)
→ [교육신청] 메뉴에서 해당 지역 사업설명회 신청 -공고기간: ‘22. 5. 3.(화) ~ 5. 18.(수)
-접수기간: ‘22. 5. 16.(월) ~ 5. 18.(수)
※ 세부프로그램 : 안내문 참조
-신청방법: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
-설명회 관련문의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moon@gntp.or.kr) 송부
ㅇ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지희 주무관 ☎ 055)268-2566
※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와 접수 여부 확인
ㅇ KTR 수출인증사업단 최경진 책임연구원 ☎ 02)2164-0174
-문 의 처: 선임연구원 문희라 ☎ 055-259-3375
-일
-장

※ 자세한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바로가기) 참조

5-7. 「‘22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안내

5-8. 「‘22년 청년글로벌마케터사업 참여 모집
공고」 안내

-지원대상: 출판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화 가능
한 중소․중견 기술‧콘텐츠 기업
※ 2개 이상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가능(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기업)형태)
-지원규모: 370백만원
1개 자유과제당 지원금 최대 130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개발기간: ‘22. 6. 협약체결일 ~ ’22.11.30.까지
-지원과제: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출판 솔루션, 전자책
솔루션, 오디오북 관련 기술, 유통사 플랫폼, POD 서비스 등
-공고 및 접수: ‘22. 5. 2.(월) ~ 5. 13.(금) 16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bookbaro4@kpipa.or.kr
※ 접수 완료 시, 확인 메일 회신
-문 의 처: 미래산업팀 정혜진 주임 ☎ 063-219-2752

-사업기간: ~ '22년 11월
-모집규모: 100명
-지원대상: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관련부서 재직 청년
또는 구직 중인 청년*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근로자
-사업내용 (지원내용)
ㅇ 청년마케터 교육 (집합교육 및 온·오프라인 병행)
ㅇ 멘토링
-신청·접수기간: ‘22. 5. 4.(수) ~ 5. 20.(금), 16시까지
-신청방법: kosta@ikosta.net 이메일 접수
* 신청서 : 재직자와 구직자로 구분하여, 재직자의 경우
소속기업의 현황 등 추가 기재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리기관)
수출마케팅사업처 박준찬 대리 ☎ 055-751-9716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수행기관)
무역정책본부 이재원 부장 ☎ 02-2138-7997

※ 자세한 사항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5-9. 「‘22년도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안내

5-10. 「‘22년도 전지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안내

-포상규모: 산업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 00점(규모 미정)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포상 신청(추천)대상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부문별(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및 육성공로자) 포상후보자 신청
-신청기한: ‘22. 5. 31.(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마감 당일 온라인 신청 접수 완료분에 한함
-포상시기: ‘22년 11월 셋째주 장소 미정
-서류제출방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접수
( www.fomek.or.kr ) 모든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 후
원본은 날인하여 우편발송
-접수 및 문의: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기획총괄팀 포상담당자 앞 ☎ 02-3275-1954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바로가기) 참조

-포상규모
구
분
산
업
훈
산
업
포
대
통
령
표
국
무
총
리
표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표
계

장
장
창
창
창

‘21
1
2
2
3
13
21

‘22(안)
1
2
2
3
13
21

-신청자격: 전지산업 관련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지원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기술 개발, 수출 확대 및 기술 문화
확산 등 전지 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접수기간: ‘22. 4. 21.(목) ~ 5. 13.(금)(당일 도착분에 한함)
-시 상 식: ‘22. 11. 1.(화)/ 코엑스(서울 강남구)
-접
수: (우편)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산기협8층 137
(e-mail) yhchoi@k-bia.or.kr/shyoo@k-bia.or.kr
-문
의: 기획조사팀 최영호 책임/유성훈 전임
(☎ 02-3461-9407/070-5097-0687)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바로가기) 참조

【5. 기타 안내】
5-11. 「‘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 계획」 안내

5-12. 「‘22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안내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포상규모

-포상규모: 총 150점

구
분
산
업
포
장
대 통 령 표 창
국 무 총 리 표 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한국전력공사사장표창
한국중부발전사장표창
계

◦정부포상: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접수기간: ’22. 4. 25.(월) ~ 6. 9.(목)

‘20년
1
1
2
12
7
3
26

‘21년
1
1
2
12
7
5
28

‘22년
1
1
2
12
7
5
3
31

수공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 6. 9(목)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신청자격: 전기산업 관련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지원
유관기관 등에 소속되어 기술개발, 수출확대 및 기술 문화
확산 등 전기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연합회 : ☎ 070-4944-1943 -시 상 식: ‘22. 12. 9.(금), 18:00 ~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 1357 -신청기간: ‘22. 4. 18.(월) ~ 5. 27.(금)
-신청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e-mail) kikikoko@koema.or.kr
※ (경남)김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우편) 06704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길 10-3,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김해상공회의소 1층 ☎ (055) 323-4960, ☎ (055) 323-4963 -문 의 처: 경영전략실 우병혁 실장 / 김세희 대리
(☎ 02-6952-2747 / 02-581-8624)
-신청방법: 방문접수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바로가기) 참조

5-13. 「‘22년도 「자동차ㆍ조선산업 발전
유공(조선산업) 포상 공고」 안내

5-14. 「‘22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계획 공고」 안내

-일
시: ‘22. 9. 15.(목) 18:00 ~ 20:00
-장
소: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참석대상: 산업부, 조선사, 기자재업계, 조선협회 등 유관기관
-주요행사: 유공자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
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특허청장표창 등 )
-포상 대상자: 국내 조선해양업계, 학계, 연구소, 관련
기관 등 각 분야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접수기간: ‘22. 5. 23.(월) 24: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및 문의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경영지원팀
임선아 차장 (☎ 02-2112-8049)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lsa@koshipa.or.kr )
․주소:(06253)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마크타워 18층)

-포상부문: 3개 부문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지역균형발전)
-규
모: 전국 72점
(훈장 2, 포장 3, 대통령 10, 국무총리 12, 산업부장관 45)
-포상시기
m 지역산업진흥: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행사('22. 9~11월 중)
m 산업단지발전: 산업단지의 날 기념행사('22.9.14. 예정)
m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행사('23. 1월 중)
-추천기한: ‘22. 5. 17.(화) 18:00까지
-제출방법: 제출서류 우편송부(또는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제출
-접 수 처: 경상남도청 대외협력담당관
강수빈 주무관 ☎ 055-211-2425 soo6814@korea.kr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3층
-문 의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지원팀 이예인연구원
(☎ 02-6009-404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김은희 사무관 (☎ 044-203-4408)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바로가기)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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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22. 5. 2. ~ 별도 안내 시까지」

2. 김해 향인증 발급 안내 및 홍보

3. 4대 노동 기초 질서

4.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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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기초 노동질서 안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클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