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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탄탄한 전주경제를 위해,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자금 지원 등
1-1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2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1-3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 창업지원
2-1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2-2 벤처기업 육성지원

2-3 유망중소기업 창업지원

3. 인력 및 고용지원
3-1 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기업채용 종합지원

3-2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3-3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3-4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신규>

3-5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제 도입<신규>

4. 판로개척지원
4-1 온·오프라인 무역사절단 파견

4-2 단체박람회 참가지원

4-3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4-4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4-5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4-6 아마존US입점 지원

4-7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4-8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육성 지원

4-9 해외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4-10 수출물류비 지원 <신규>

4-11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

4-12 BUY전주 우수상품 선정

4-13 BUY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

4-14 ICT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5. 기술지원
5-1 SW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 지원

5-2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

5-3 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5-4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사업

5-5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5-6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6. 행정서비스 지원
6-1 공장등록 설립지원

6-2 우수기업 예우의 날 행사 지원

6-3 전주시 우수향토기업 발굴 육성

6-4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6-5 기업애로 원스톱 지원단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



  목    적

● 중소기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전년과 달라진 점
● 매월 접수(상반기) / 9~10월(하반기)

  지원규모
● 163억원(상반기 100억, 하반기 63억)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운전·창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보 전 율 :  최대 3.5%(일반 3%, 여성·장애인·벤처·바이전주·향토기업·혁신기업·우수창업소기업 

3.5%)

- 보전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가능)

  지원대상 
●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체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 입주업체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내 입주업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농업관련 제조업 및 수출업체, 중소수출업체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전주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 : 방문/E-mail 접수  

  - 주소 :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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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1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945, 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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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목    적 

● 전주시 소상공인에 희망장려금의 지원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인·촉진하여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조기 구축

  기     간 

● 2022. 1월 ~ 12월

  지원규모

●280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대    상 

●전주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사업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지원신청 및 절차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출증빙서류* 첨부 신청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매출증빙서류* 첨부 신청

    *매출증빙서류 : 직전(또는 당해)년도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281-2373)
                                              중소기업중앙회 (☎ 214-5166~7)



  목    적 

● 경기침체 등 가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중 일부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소

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기     간 

●2022. 3월 ~ 12월(예정)

  지원규모

●4,006백만원 (예산 소진시까지)

  대    상 

●전주시 소재 연매출 3억 이하 카드가맹점의 소상공인 

  사업내용 

●카드수수료 0.8%지원(사업장당 최대 50만원)

●소상공인 신청에 의한 보상금 계좌입금 지급(연1회)

  지원신청 및 절차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첨부 신청

●주민센터(방문),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팩스,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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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1-3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281-2373)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28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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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 패키지 지원2-1

  목    적 

●  창업의 가장 어려운 시기인 도약기(3~7년)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한 자금 및 서비스 지원

  기    간 

●2022. 3월 ~ 

  대    상          

● 40개 기업 정도(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

  지원내용   

●사업화 지원 : 매출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기업 당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공통프로그램 : BM(Business Model)개발, 경영전략 멘토링 등

     - 특화프로그램 : 투자 전략수립, 미디어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등 

     - 성장촉진프로그램 : 제품개선 방향제시 및 비용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일정은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예정

사업 공고
(2월)

⇨

신청 접수
(3~4월)

⇨

평가 및 선정
(5월)

⇨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
(5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K-Startup 
  온라인 신청

(www.k-startup.go.kr)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주관기관-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 281-2373)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28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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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 지원2-2

  목    적 

●벤처촉진지구 입주업체의 제품 개발/품질/공정개선 등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틈새시장 발굴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기   간

●2022. 1월 ~ 12월

  사 업 비 

●7억원(도 3억원, 시 4억원)

  대    상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7개 지구) 내 입주기업 및 지역 내 벤처기업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7개 지구)

   -  전주첨단벤처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전북대창업보

육센터, 전주제1/2산업단지, 중진공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시제품 개발 및 제작지원 ・・・・・・・・・・・・・・・・・・・・・・・・・・・・・・・・・・・・・・・・・・・・・・・・・・・・・・・・・・・・・・・・・・・・・・・・・・・・・・・・・・・・・・・・・・・・・・・・・・・・・・・・・・・・・・・・・・・・・30개사

    - 제품설계, 제품외장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지원

●혁신형기업 인증지원・・・・・・・・・・・・・・・・・・・・・・・・・・・・・・・・・・・・・・・・・・・・・・・・・・・・・・・・・・・・・・・・・・・・・・・・・・・・・・・・・・・・・・・・・・・・・・・・・・・・・・・・・・・・・・・・・・・・・・・・・・・・15개사

    -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기업 인증 및 지식재산권리화 출원 필요비용 지원

●기업맞춤형 사업화 지원  ・・・・・・・・・・・・・・・・・・・・・・・・・・・・・・・・・・・・・・・・・・・・・・・・・・・・・・・・・・・・・・・・・・・・・・・・・・・・・・・・・・・・・・・・・・・・・・・・・・・・・・・・・・・・・・・・・・・・・10개사

    - 제품성능향상지원,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및 마케팅 지원

●혁신형 기업교류회 지원 ・・・・・・・・・・・・・・・・・・・・・・・・・・・・・・・・・・・・・・・・・・・・・・・・・・・・・・・・・・・・・・・・・・・・・・・・・・・・・・・・・・・・・・・・・・・・・・・・・・・・・・・・・・・・・・・・・・・・・・・・・・・・3회

    - 혁신형기업육성 교류회 2회, 벤처투자유치 역량강화 교류회 1회

●자금유치/투자전문인력지원 ・・・・・・・・・・・・・・・・・・・・・・・・・・・・・・・・・・・・・・・・・・・・・・・・・・・・・・・・・・・・・・・・・・・・・・・・・・・・・・・・・・・・・・・・・・・・・・・・・・・・・・・・・・15개사/1회

    - 자금유치 지원 15개사, 자금유치 투자전문인력 양성교육 1회 

문의처 : 전주시 수소경제탄소산업과 금융산업팀 (☎ 281-2491)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219-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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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 창업 지원 2-3

  목    적 

●기계, 자동차 등 첨단업종의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대    상 

●유망 중소기업을 전주시내에 창업하는 경우

    - 기계·자동차 부품제조업

    - 고도기술 수반사업, 첨단업종

  지원내용 

●투자 보조금

    - 부지매입 등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시 20%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 교육훈련 보조금

    - 10명이상 신규 고용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 중

       교육 훈련기간의 6개월 이내 1인당 월60만원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투자보조금 :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

●교육훈련 보조금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까지

    문의처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유치팀 (☎ 28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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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일자리를 위한 기업채용 종합 지원3-1

  목    적

●기업의 구인난 및 실업자 구직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업체를 수시 방문하여 빈 일자리 발굴로 인력·취업난 조기대처 

● 취업난을 겪는 실업자와 구직난을 겪는 구인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

 운영개요

●운영기간 : 2022. 1월 ~ 12월

● 장    소 : 전주시청 민원실 내 

●주요사업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내용

●구인·구직자간 취업상담 및 알선, 현장면접 주선

●고용창출을 위한 구인업체 인력지원사업 수요조사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조력과 구인사항 상세정보 제공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구인·구직
만남의날

⇨

홍보모집

⇨

현장면접

⇨

사후관리

참여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

행사홍보 및 
구직자 모집

면접 후 채용 일자리지원센터

  추진계획

● 기업 및 구직자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8회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상담센터 내실 운영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지원센터 (☎ 281-2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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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목    적 

●신중년층 미취업자의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지원인원 

●28명

 지원대상

●기업체 : 고용보험가입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구직자 : 전주시 관내 주소를 둔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기    간 

●2022. 2월 ~ 12월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고용 1인당 월7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수습 3개월, 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지원)

● 기업지원금 : 최고 840만원 / 1인 월 70만원

● 취업장려금 : 2년간 200만원 지원(취업자에게 지급)

 

 지원방법 및 절차

기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

⇨
기업체 
선발

⇨ 협약체결 및 지원 ⇨ 사업추진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지원팀 (☎ 281-2554)



  목    적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기여

   지원규모

●70명(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12개월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6, 12개월마다 24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 만 15~34세 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신청 및 접수

●신청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4개소) ⇔ 전주시⇔ 전라북도

●신청주체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신청 : 고용부 청년공제 가입 승인 후 신청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morow)

-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지  원  금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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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3-3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지원팀 (☎ 281-2543)



  목    적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 기여

   지원규모

●70명(참여기업별 최대 5인 이하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12개월동안 최대 480만원 지원(6, 12개월마다 240만원 지급)

 

  지원대상 

● 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체 중소기업 중 만 15~34세 청년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신청 및 접수

●신청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4개소) ⇔ 전주시⇔ 전라북도

●신청주체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희망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신청 : 고용부 청년공제 가입 승인 후 신청

●청년공제 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mo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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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신규>3-4

  목    적

●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지원규모

● 사 업 비 : 284백만원(국 227 도 17 시 40)

  지원내용

●교통비 바우처(월5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내국인 청년(만15~34세)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제외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시스템(card.kicox.or.kr)을 통해 직접 신청

●시스템을 통한 자격요건 심사 후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카드사*에 청년 동행카드(체크·신용카드)를 신청 및 발급받아 사용    

    * 신한, 비씨(IBK 기업은행, 농협)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한국산업단지공단 (☎160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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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도입 <신규>3-5

 목    적

● 제조업 중소기업 종사자의 노후복지 보장 강화, 자산 형성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 추진

 지원규모

●10.8억원(연 600명×5만원(1인당)×36개월)

●총 600명(1차년도 200명×3년)

    * 초과 모집 지원 시 추경 예산 확보로 확대 지원 예정

 지원내용

●기    간 : ‘22. 4.~’26. 12.(3차년에 걸쳐 총 5년 시행)

●기업, 근로자 매월 5만원 납부시 전주시가 매월 5만원 지원(3년간*)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기금제도와 연계하여 3년간 지원, 중간 퇴직 및 탈퇴자는 지원금 회수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에 참여 의사가 있어 전주시와 협약 체결한 30

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2년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참여시 사업주 부담액 10%, 운영비 30% 국가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2. 3월 말 ~ 2022. 4월 중순(2~3주간)

●신청방법 : 기업이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063-281-5329)

     *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 없음,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현대해상빌딩 6층 전주시청 중소기업과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 참조) 및 구비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수 월별 집계표(2021.1.~2022.1.31.), 대상 근로자 재직증명서 등

●선정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문의처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유치팀 (☎ 28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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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무역사절단 파견4-1

 목    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마케팅 능력 제고 및 수출증대 도모 

 기    간  

●2022. 3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파견지역 및 시기 : 베트남(3월), 알마티·바쿠(3월), 슈베하트(5월), 정저우(9월), 오사카(10월)

●파견업체 : 50개사 이내(회당 10개사 정도)

 업체모집 및 선정

●전주시, KOTRA 전북지원단에서 모집 공고

●파견지역 현지 KOTRA무역관의 시장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선정기준에 의해 최종 선정

 지원내용

●시장조사비,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현지 교통편 제공, 상담장소 임차 및 통역 등 지원

●항공료 일부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접수 ⇨ 참여업체 심의·선정 ⇨ 무역사절단 파견 ⇨ 성과 조사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KOTRA 전북지원단 (☎ 070-793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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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박람회 참가지원4-2

 목    적 

●유망상품을 보유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    간 

●2022. 5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도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전주시 소재 무역회사

 사업내용

● (상반기) 온라인 마케팅

    - 무역중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전주관 개설 및 입점 지원

    - 해외 바이어 대상 화상 상담 알선

●(하반기) 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연번 박람회 명 개최시기 분야

1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PLMA 프라이빗 라벨전 5/31-6/1 식 음 료 ,  화 장 품  등

2 일본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6월 종합

3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재전 8월 소비재

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프리미엄 소비재전 9월 소비재

5 두바이 국제 미용박람회 10월 화장품, 이미용

6 홍콩 국제 미용박람회 11월 화장품, 이미용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 

●지원기업수 : 20개사 이내 

●지원내용 

    - 부스 공간 임차 및 장치 비용 90% 

    - 통역비, 전시품 운송비 (1 CBM 이내)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온·오프라인마케팅 지원 ⇨ 성과조사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 214-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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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4-3

 목    적 

●유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기    간  

●2022. 4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참여업체의 생산제품이 포함되는 전문 또는 종합 박람회 참가지원

●참여업체가 개별적으로 박람회 참가한 후 사업비 지급

 지원내용

●부스료 (참가비, 장치비 포함) 70% 지원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박람회 개별참가 ⇨ 사업비 지급 ⇨ 성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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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4-4

 목    적 

●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해외지사화사업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진출 

기회 확대와 수출 촉진

 기    간 

●  2022. 4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수행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지원내용

●신규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 수출상담 지원 등   

●무역관/지역별 참가비용의 60% 지원

●발전단계 지원 (기업이 지역과 수행기관을 선택)

 지원신청 및 절차

●전주시 사업신청과 온라인(www.exportvoucher.com/jisahwa)신청 함께 진행

● 신청·접수 ⇨ 해당기관 참가업체 선정 ⇨ 해당기관 선정업체 중 최종 선정 ⇨ 업체별 참가비 납부 및 해당기

관과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 수행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9)
                    KOSME 해외사업팀 (☎ 055-751-9680)
                    OKTA 지사화사업팀 (☎ 031-92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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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4-5

 목    적 

●상담 및 계약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증진 도모

 기    간 

●  2022. 7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회당 200만원 이내)

●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횟수 제한 없음. (한도관리)

●항공료(1인, 이코노미좌석 기준) 70% 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해외비지니스 개별출장  ⇨ 출장결과 보고 ⇨ 사업비 지급 ⇨ 사업완료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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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US 입점 지원4-6

 목    적 

●아마존US 유통망 입점 후 마케팅 방법 코칭 및 마케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판로 개척

  기    간 

●2022. 3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온라인 마케팅 인큐베이팅(연중 컨설팅 진행)

●아마존 마케팅, 물류비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신청 및 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입점진행/마케팅 ⇨ 온라인 마케팅 인큐베이팅 ⇨ 마케팅 및 비용지원 ⇨ KOTRA

전문멘토링 ⇨ 성과 조사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KOTRA 전북지원단 (☎ 070-793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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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마케팅 지원4-7

  목    적 

●중국 온라인 유통망 입점 연계 및 해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동영상 등 실시간 생방송 판매 지원

 기    간 

●2022. 3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 SNS를 활용하여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인지도를 활용하여 제품 홍보 및 유통망 입점

 지원내용

●베이징 무역관 연계 홍보 및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국어 온라인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및 물류비 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바이럴 마케팅 ⇨ 라이브커머스 방송  ⇨ 성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전북 KOTRA지원단 (☎ 070-793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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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육성 지원4-8

 목    적 

● 온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판매채널 유형별 입점 방안 마련을 통한 매출 증진 방안 마련

  기    간 

●2022. 3월 ~ 12월

  

  대    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온라인 입점 전략 및 마케팅 실무 강화 (구글, SNS 홍보 등 판매채널별 전략

● 국내외 온라인 입점, 마케팅 등 비용의 80% 지원(400만원 이내)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 전문기관 멘토링 ⇨ 사업비 지급 ⇨ 사업

완료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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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목    적 

● 지역 수출기업과 수출에 관심있는 기업을 대상 해외마케팅 기초부터 다양한 마케팅 기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해외마케터로 양성

 기    간 

●2022. 7월 ~ 12월

 대    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기본과정, 온라인마켓 진입, 해외바이어발굴 등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 제고

● 수출 사전단계부터 실무절차까지 전 단계를 숙지하여 해외시장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대응

 지원신청 및 절차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해외 마케팅 교육 ⇨ 교육 비용지원 ⇨ 성과 조사  ⇨ 사업완료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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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신규>4-10

 목    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기업의 물류비 운임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 가중 해소

 지원대상

● 전주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중소벤처기업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 국제운송비 : EMS, DHL등 국제특송, 복합물류운송비(포워딩) 물류비 지원

      ※ 물류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 최종 수출 재화의 국내 운송비용 지원

     - 해외창고비 :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지원

       ※  2022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원(수출신고 수리일 기준, 여러 건 합산 가능)

    

  지원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2. 3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업체 모집 및 신청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2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액의 90%, 최대 300만원 지원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 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에 한하여 지원

● 업체선정 : 제출서류 확인 후 선착순 선정

   -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요청하며, 서류 보완이 불가능하거나 지원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차순위 신청

기업에게 기회 제공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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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4-11

 목    적

● 중소기업에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및 유튜브 활용 컨텐츠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온라인 

홍보 지원을 통한 지역상품 매출 증대

 지원대상

●전주 소재 중소기업 3개업체 정도

  지원내용

●국·내외 홍보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홈페이지/쇼핑몰 구축 (업체당 500만원 이내)

    - 유튜브 활용 컨텐츠 제작 및 홍보 (업체당 600만원 이내)

    -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기간 : 2022. 3월 ~ 10월

●접 수 처 : 전주상공회의소 (☎ 280-1161)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51) 
      전주상공회의소 (☎ 28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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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전주 우수상품 선정 4-12

  목    적 

●  전주 소재 기업의 생산 제품 중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하여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홍보를 통한 판로 개척 지원

  모집기간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대    상 

●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또는 공장이 있는 업체 단, 토산품인 경우 등록사항에 합당하여야 하며, 배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

●  공산품, 농·수·축산 제품으로 제조업체에 한함(서비스업 및 유통업체 상품 제외)

  지원내용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시 이차보전 3.5%

● 각종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 우수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로개척

● 테마별 특판행사 등 마케팅 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신  청
(우편 및 방문)

⇨ 
접수서류 심사
(중소기업과)

⇨ 
선  정

(바이전주
운영위원회)

⇨ 
통  보

(중소기업과)

  신청(제출)서류

● 전주우수상품선정신청서, 생산·판매개요서, 품질준수 각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카달

로그, 제품과 관련된 인증서 및 품질검사사본, 신용평가표 등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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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전주 우수상품 마케팅 지원4-13

  목    적 

●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하고 홍보 및 판로 확대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신장 

촉진

  사 업 비 : 

●  45백만원

  기    간 : 

●  2022. 4월 ~ 12월 

  대    상 

● 바이전주 우수상품 : 33개 업체 / 44개 품목

  지원내용 

●바이전주 우수상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추진 

    - 각종 공사자재 및 물품 구입, 구내식당, 행사용품 등

    - 서한문 및 홍보물 발송, 다량 수요기관 방문 협조

●바이전주 브랜드 마케팅 및 판로확대 등 마케팅 지원

    - 우수상품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지원 

    - 국내외 각종 전시회, 박람회 참가 홍보·전시·판매부스 운영 지원

    - 대형마트 입점 및 유통매장 등 특판행사 지원

●바이전주 온라인 쇼핑몰 운영 홍보 지원 

    - 바이전주 우수상품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및 홍보

    -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를 통한 브랜드 파워 제고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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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4-14

  목    적

● 코로나 19로 인한 전주지역 IT·CT기업들의 마케팅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사업 아이템의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을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기    간 

● 2022. 1월 ~ 12월

  지원규모

구 분 지원규모 세부내용

창업기업 글로벌 마케팅 온
라인 비즈니스 지원

15개사 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현지화에 필요한 제품성능개선 지원 

   대    상  

●전주지역 IT‧CT 초기 창업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 3년 미만 초기 기업

  지원신청 및 절차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jica.or.kr) 사업공고란 게재

  

    문의처 :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융합팀 (☎ 281-2424)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281-4117/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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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품질 컨설팅 및 테스팅,인증 연계서비스 지원5-1

  목    적 

● IT/SW기업 제품 품질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맞춤형 컨설팅 지원

● SW품질향상과 사전결함 예방을 위한 SW테스팅 지원

●지역 IT/SW기업의 SW품질 관련 인증 취득에 따른 인증 연계서비스 지원

  기    간 

● 2022. 1월 ~ 12월

  지원규모

●지원규모 : 44건 내외(사업 종료 시 까지 수시접수)

  대    상 

●전북지역 ICT‧SW 기업

  사업내용 

● SW인증(GS, SP 등) 컨설팅, SW프로세스 컨설팅, 소스코드 및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컨설팅

● GS인증 기반 제품 테스트, 보안 및 성능 테스트 지원, 코드 품질 테스팅(정적 분석, 시큐어 코딩) 지원

●SW제품 및 프로세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지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에서 승인한 SW제품 및 프로세스 인증에 한해서 지원

  신청 및 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업 수행
⇨ 

결과보고

2022.2월 이메일 상시 접수 2월~12월 컨설팅 완료 후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jica.or.kr) 사업공고란 게재

  ※ 인증연계서비스 지원의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메일 접수 : sweng@jica.or.kr, kmkim@jica.or.kr

                       문의처 :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융합팀 (☎ 281-2424)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품질역량센터 (☎ 281-4113,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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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5-2

  목    적

● 뿌리기업의 비능률적인 근무환경과 낙후된 공장환경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뿌리산업이 

일하고 싶은 업종으로 그린환경 실현

 

  지원규모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업 체 수 : 4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 3정5S활동 기반구축(시설구축 및 컨설팅 지원) 지원

   - 3정: 정품, 정량, 정위치 /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뿌리기업 공통애로 해소 지원

  지원대상 

● 6대 뿌리산업체 : 주조, 금형,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신청 및 접수

사업 공고
(3월)

⇨ 

신청 접수
(3월)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5~6월)

⇨ 

환경 개선 시행
(7월~)

·사업계획 공고
·신청 접수

(기업→ 재)자동차융합기술원)
·평가 선정

·환경 및 낙후시설 개선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재)자동차융합기술원 (☎ 7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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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배움터 운영 5-3

  개    요 

●위    치 : 덕진구 유상로 67, 공장 제5동(648㎡) / 첨단벤처단지 내 

●사업내용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연번 소분류 과정명

1
도입

[전주] 4차 산업혁명시대, 왜 스마트팩토리인가?

2 [전주] 스마트공장 구축 개선활동 실무

3 [전주]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4

운영관리기술

[전주] MES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분석 실무

5 [전주]  CPS(가상물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 시뮬레이션과 공정 최적화

6 [전주] 스마트공장 MES, POP의  이해와 활용

7 [전주] 스마트공장을 위한 MES 구축  실무

8 [전주] 스마트공장의 New 품질관리

9 [전주] 스마트공장의 데이터 관리 실무

10 [전주] 스마트공장의 스마트 센서,  비전, RFID 활용

11 [전주]  구글 분석을 활용한 빅데이터 배우기

12 [전주]  머신러닝과 케라스를 활용한 AI(인공지능) 배우기

13 [전주] 빅데이터 분석 기초  배우기(초급)

14 [전주]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하기(중급)

15 [전주] 공급기업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스마트공장 추진 실무

16 [전주]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시스템의 이해와 관리

17 [플립러닝] [전주]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18

융합기술

[전주] 스마트공장 추진 전문가 양성

19 [전주]  스마트공장 품질 최적화를 위한 불량원인 데이터 관리

20 [전주] 스마트공장의 사물인터넷,  센서, 로봇의 활용

21

제조현장관리기술

[전주] Excel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22 [전주] 공장관리 물류혁신 실무

23 [전주] 데이터 기반 품질과 생산성 관리

24 [전주] 사출공장에 필요한 스마트 기술

25 [전주]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현장 관리기법

26 [플립러닝] [전주] Excel 분석을 활용한 의사결정 연습하기

  교육대상

●중소기업 종사자

  교육과정 및 신청절차

●사업내용 : 교육장 및 실습장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 개선활동 실무 등 26개 과정 (1월~11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신청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

 문의처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유치팀 (☎ 281-2359)
      호남중소기업연수원 (☎ 062-25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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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사업5-4

   목    적 

● 맞춤형교육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로 청·장년실업과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시기 

●2022. 3월 ~ 12월 

   지원규모

● 지원금액 

     - 훈  련  비(기관) :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 

     - 훈련수당(훈련생) :  30만원 / 월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만18세~49세 이하 미취업자

  사업내용 

● 훈련인원 : 55명 내외

● 4개 과목 5개월 과정(훈련기관 모집 후 최종결정) ⇒ 용접, 건축설계, 전기설비, 전산세무회계 등

  지원방법 및 절차

훈련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취업약정체결
(시↔훈련기관)

⇨
훈련생모집
(훈련기관)

⇨ 교육실시 ⇨ 취 업

 문의처 :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일자리창업지원팀(☎ 28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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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 사업 5-5

  목    적 

●소공인 숙련기술 계승·발전, 소공인 고부가치 산업구조 변화 유도

●소공인 애로 적시·파악 해결로 기업 한 단계 더 성장 도모

   기   간  

●2022. 4월 ~ 2023. 1월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

●금속가공 관련 업체(팔복동,여의동,동산동 일대) 

  지원 규모 

●520백만원(국비 420, 도비 50, 시비 50)  

  지원내용

●경영교육, 기업 현장 컨설팅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작업장 환경개선

●기술력 향상 지원, 공동장비 및 시설 사용 지원 등

 

  지원방법 및 절차

모집/공고 ▶ 대상자선정 ▶ 협 약 ▶ 사 업 추 진 ▶
결과보고

/ 설 문 조 사

●공고 :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jvada.or.kr)    

    

문의처 : 전주시 중소기업과 기업유치팀 (☎ 281-5174)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 2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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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5-6

  목    적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창조기업의 지속적발굴과 회사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 가능한 1인 창조기업으로 육성

  기    간  

● 2022. 1월 ~ 12월

  지원규모

●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기술·경영·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사업화 교육 등 경

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 

●시제품 및 마케팅, 지재권 확보 지원 : 15개사

  대    상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창업 예정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사업내용 

● 1인 창조기업 등록 및 지원센터 입주공간 지원 (상시)

●1인 창조기업 선택형(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전문가(기술, 경영, 법률, 세무 등) 상담 지원

●1인 창조기업 생산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입주실 제공 : 추가 입주공간 발생 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선택형 지원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전문가 자문 :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애로분야 상담 상시 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jica.or.kr) 사업공고란 게재

                        문의처 : 전주시 스마트시티과 ICT융합팀 (☎ 281-2424)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  28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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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설립 지원 6-1

  공장의 범위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위한 

사업장

  입주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중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유치업종

  구비서류 

●산업단지입주계약 및 변경 신청

  ▶ 입주계약 신청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의 경우 입대사업 계획서)

  ▶ 변경계약 신청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완료 신고서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기업 및 기업인

↓

②  접      수
▪  산업단지 외 개별공장( 주소지 구청)
▪  1, 2, 자원순환특화 산업단지(시청)
▪  친환경, 도시첨단단지(전북연구개발특구)

↓

③ 검      토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④ 결재 및 통보
▪  산업단지 입주계약 통보
▪  공장등록 통보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351)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 220-5189)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 270-6351)

         전북연구개발특구 (☎ 905-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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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예우의 날 행사 지원6-2

  목    적 

●기업‧기업인의 예우의 날 추진으로 사기앙양과 생산활동 긍지 고취

●기업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발전 향상 도모

  기    간  

●2022. 5월 ~ 12월

  대    상  

●기업체 및 기업인 단체

  지원금액 

●2백만원 이내(기업육성추진위원회 심의 결정)

  지원범위 

●시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기업체가 주관한 전국 규모의 세미나 및 체육행사 유치

●기타 기업체에서 요청한 사업 중 기업육성추진위에서 인정한 사업

      ※ 근 거 :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제10조 및 11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 원 신 청 ▪ 기업 및 기업인

↓

② 기업육성추진 위원회 개최 ▪ 지원금액 결정

↓

③ 지원금 교부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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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우수 향토기업 발굴 육성6-3

  목    적 

●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격려함으로써 기업인 기 

살리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선정기업 수  

● 전주시 소재 기업 10개 업체 내외

  기    간: 

● 2022. 10월 ~ 12월

  대    상 

● 전주시에 본사 및 영업소(제조시설)를 둔 기업으로 10년 이상 기업활동을 유지하며,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계량평가 70%, 정성평가 30%를 기준으로 위원회 심사·평가 

●일반평가, 성장평가, 기술평가, 정성평가

  선정방법

●신청 기업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업육성추진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선정

  선정혜택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및 이차보전 3.5% 지원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교부 및 인증 현판 수여(인증 기간 5년)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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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6-4

  목    적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여 보유기술을 보호하고 사업화 도모

  기    간  

● 2022. 4월 ~ 12월 

  대    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사업내용 

●국내 지식재산권 중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을 지원

●출원 비용의 70% 지원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70만원 한도

●업체당 1건 지원

  지원신청 및 절차

●신청·접수 ⇨ 참여업체 선정 ⇨ 출원 완료 ⇨ 사업비 지급 ⇨ 성과보고 및 정산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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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원스톱 지원단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6-5

  목    적 

● 법령 또는 제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기업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 신속히 해소하여 기업 활동 지원

  상담대상 

●이용대상 : 기업인 누구든지 실명확인을 거쳐 이용 

●상담대상 :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기업애로 

     - 창업, 기술, 노무,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금융, 인력, 경영 등 

  처리방법 

●접수된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지원기관이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에 안내

  상담방법 

●직접방문(필요시 현장방문 상담)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 

●전 화 : 063-281-2051, 2945  / 팩 스 : 063-281-2869 

●우 편 : (54843)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문의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28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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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탄탄한 전주경제를 위해,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자금지원
1-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1-3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2. 창업지원
2-1 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2-2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 지원

3. 인력 및 고용지원
3-1 전북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3-2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4. 판로개척지원
4-1 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

4-2 수출보험가입비 지원

5. 기술지원
5-1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지원

5-2 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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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전라북도)1-1

  목    적

● 도내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하고 경영안정을 통한 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950억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이차보전금 2.0%~3.0%

 지원조건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우대기업) 전라북도 성장사다리 기업(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전라

북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기업,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융자조건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거치 일시상환

●금    리 : 기업별 상이(도 이차보전 2%, 우대기업은 3%)

 지원방법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심사평가 후 은행 담보 대출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신청·접수

 ●신청서 교부 및 평가 기준

    -  전라북도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의 “분야별정보> 경제/기업/일자리> 중소기업 지원> 중소

기업자금지원” 에 공고하는 자금지원 계획과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jbba.kr)의 “주요사업 안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에 공고하는 

지원계획을 참고

●접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711-2021~2)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71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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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전라북도)1-2

  목    적 

●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800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지원조건

●시설자금 : 업체당 최고 10억원, 3년 거치 5년 상환 (단, 도 지역산업기업은 최고 13억원까지 지원)

●운전자금 : 업체당 최고 3억원, 1년 거치 2년 상환

● 금    리 : 3.78%(도 이차보전 2.18%, 기업부담 1.6%)

  지원방법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심사평가 후 은행 담보 대출

  자금지원 대상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

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영상물제작업 등)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711-2021~2)



 목    적 

● 기술력을 갖춘 우수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규모 

● 150억원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창업자금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도내 기업 

    - 벤처기업성장자금 : 벤처기업창업자금 지원 후 1년이상 5년이내인 기업(최종대출일 기준)

 지원내용 

● 우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자금 지원

 지원조건 

구    분 융자한도 금 리 융자 및 상환기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4억원

3.78%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0.6%)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운전자금 2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 4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방법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사업성 평가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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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전라북도)1-3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280-3228)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 71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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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2-1

 목    적 

● 기술제조·4차 산업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대    상 

●도내 기술창업 1년 이상 ~ 3년 미만 창업자

 사업개요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사업규모 : 30업체(사업화 지원25, 사후관리5)

●지원내용

     - 투자연계,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 IR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 초기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해당기관 홈페이지 모집공고 참고

     -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 평가

문의처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280-2873)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22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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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 지원2-2

 목    적 

●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 및 판매수수료 지원을 통해 제품은 우수하나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

 대    상 

●도내 7년 이내 창업기업(소비재 제품 우대)

 사업개요

●사 업 비 : 190백만원(도비)

●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및 상품 개선

     -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및 판매수수료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추진기관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참여기업 모집 ⇨ 온라인마케팅 교육 ⇨ 품평회 등 참여기업 선정 ⇨ 상품 개선 및 플랫폼 입점

문의처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280-287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성장육성팀 (☎ 220-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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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3-1

 목    적

● 일자리가 필요한 도민 및 구인기업에게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인·구직 간 미스

매치 해소 지원 추진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장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173, 4층 

● 운영기관 :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공기관위탁)

 지원내용

● 취업상담·알선,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실 운영

●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보제공

● 취업상담·연계, 지원정책 안내, 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 구인·구직 상담 및 컨설팅

    - 구직활동 장려 지원(취업역량강화교육,면접비·자격증취득비 지원 등)

    - 도내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정보 제공

 지원방법 및 절차

구직자 회원가입 ⇨ 구직등록 ⇨ 상담 및알선 ⇨ 취업

                                              문의처 : 전화상담 (☎ 1577-0365)
                                                            인터넷 홈페이지 (www.1577-0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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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3-2

 목    적

●현장적응력 높은 기능과 기술을 보유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역외 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사업개요

●사업비 : 216백만원

●사업규모 : 17명

●사업내용 : 기능우수인력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취업장려금 지원

 대    상 

●도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도내 중소기업에 채용 계획이 있는 분

 지원내용

●취업장려금 지원을 통한 소득보조(월1,000천원씩 2년간 지원)

문의처 :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 28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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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해외통상거점센터 운영4-1

 목    적 

●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현지 통상거점센터를 구축하여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 중소기업 

원스톱 수출지원 추진

 대    상 

●수출 희망 도내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글로벌파트너사업 : 해외통상거점센터 지역 내 수출제품 시장성 확인, 맞춤형 바이어 발굴 및 매칭 서비스,

바이어 화상상담 주선 및 지원

●샘플전시관 운영 : 해외통상거점센터 전시공간 內 제품전시 지원

●박람회/상담회 운영 : 현지 수출 상담회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지원

●해외진출 법률 자문, 번역·통역 서비스 등

  지원신청 및 절차

상담회 및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진행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을 이용하여 신청

문의처 : 전라북도수출통합지원센터 (☎ 1644-7155)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280-322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711-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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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가입비 지원4-2

 목    적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향상과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소 수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대    상 

●전라북도 내 본사나 공장(사업장)이 있으며 수출 통계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업비 : 250백만원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 가입시 지원

●지원기준 : 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구분 매출액 500억원 미만
매출액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미만

단기보험 보험료의 100% 보험료의 80%

신용보증 보증료의 50%(업체당 지원한도 최고 150만원)

    ※ 보장한도(보험금)

      - 지급보험금 = 손실액×보상비율(100%)=보험가입금액

  지원신청 및 절차

● 수출신용정보센터 회원가입 ⇨ 수출·수입자 신용조사 ⇨ 청약인수 한도결정 ⇨ 증권교부 ⇨ 수출계약 통지 

⇨ 보험계약 성립 ⇨ 보험료 납부

    문의처 :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 280-3226)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 27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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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지원5-1

 목    적 

● 비R&D분야 기업 맞춤형 기술혁신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소기업의 산학연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성장발판 

    마련 및 자생력 확보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중 아래의 조건을 갖춘 기업

    - 전라북도 소재 소기업(50인 이하)

    - 3년이내 동일 사업(분야)에 지원받지 않은 기업

 사업내용

●사업규모 : 2,935백만원(도비 2,400  기업535)

●지원내용 :  산학연협력을 통한 소기업 시험분석비용지원,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

●지원조건 : 1인1과제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사업공고 ⇨ 신청서 제출 ⇨ 선정심의 ⇨ 협약체결 ⇨ 진도관리 ⇨ 최종평가

 문의처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280-4733)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7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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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산업기술 정보이용 지원5-2

  목    적 

● 제반 경영여건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기업경영 및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내용

●사 업 비 : 67백만원

● 지원규모 : 54개업체

● 지원내용 : 기술, 특허, 기술 도입 및 이전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선행기술 조사

    - 특허권 유·무 및 권리범위 확인 조사·분석

    - 기술도입 및 기술플랜트 이전정보 조사 등

●지원한도 : 업체당 1건 정보제공 최고 125만원(초과분은 업체 부담)

  지원방법

●온라인, FAX, 우편접수 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문의처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 (☎ 280-21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전북지소 (☎214-8100)



Ⅲ. 정부 및 유관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탄탄한 전주경제를 위해,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 자금지원
1-1 중소기업정책자금

1-2 신용보증지원

1-3 기술보증지원

1-4 소상공인 자금지원

2. 창업지원
2-1 실전창업교육

2-2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3. 인력 및 고용지원
3-1 시니어인턴십사업

3-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3-3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사업 <신규>

4. 판로개척지원
4-1 수출바우처지원

4-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5. 기술지원
5-1 탄소 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 개발

5-2 데이터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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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1

  목    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자금종류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

  융자범위

●시설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생산설비 도입 등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비용 등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대출기간 : 
●5년 ~ 10년 이내(자금별 상이)    

  융자 한도 : 
●70억원 이내(자금별 상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소매업, 임대업, 사행업종 등) 제외

    - 세부사항 각 자금별 상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및 문의

  지원방법 및 절차
●기  간 :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방  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접수(http://www.kosmes.or.kr) 

●절  차 :  자가진단(온라인) ⇨ 사전상담(방문) ⇨ 신청서 제출(온라인) ⇨ 실태조사 및 기업평가 ⇨ 용자결정 ⇨ 

자금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 210-9900 통합콜센터1357)  



  목    적

●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채무와 상거래와 수반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도박,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업종 등 일부 보증지원 제한

  지원 분야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보증  

●제2금융보증 : 제2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보증

●어음보증 : 기업의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신청 및 절차

●이용절차 : 보증신청/상담(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www.kodit.co.kr 신청)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보증서발급(약정체결, 보증료 수납)

●보 증 료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연 0.5% ~ 3.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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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지원1-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 210-9900 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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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지원1-3

  목    적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대상

●신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분야

●대출보증 :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 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

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 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 ~ 3.0%까지 차등 적용

  지원신청 및 절차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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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금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

  목    적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

  지원규모 및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자금종류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

 《공단 직접대출》

희망대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1천만원 고정금리 1%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상회복
특별융자

인원·시설운영제한 
방역조치(’21.7.7.~10.31.)로 

매출감소한 소상공인
2천만원 고정금리 1%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대리대출》

성장촉진
자    금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단, 제조업 제외)

1억원
1억원
1억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2~0.4%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사업전환
자    금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업종전환교육 수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1~0.2%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장애인
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

고정금리 2%
총 7년

(2년 거치 5년 상환)

일반자금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7천만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0~0.6%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창업초기
자    금

업력 1년 미만, 공단 인정교육 
12시간 이상 수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4~0.6%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여성가장
지원자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고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금리)+0.5~0.6%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재난으로 지자체에서 재
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고정금리 2%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청년고용
연계자금

청년소상공인 또는 청년 1인 이상 
고용한 업체

3천만원 고정금리 2%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방법 및 절차(대리대출)

● 자금지원신청(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소상공인지원센터)  ⇨ 보증서 발급(전북신용보

증재단) 또는 신용·담보(은행 ⇨ 대출(금융기관) 

● 대출기관 :  국민·기업·농협·산업·새마을금고·수협·신한·신협중앙회·우리·전북·한국스탠다드

차타드·한국씨티·KEB하나 등 19개 금융기관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 231-8110, http://www.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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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창업교육2-1

  사업내용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최소 요건제품 제작, 고객반응

조사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보완

  대    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사업개요

●교육생 2,100명 내외, 시장검증 200명 내외(29억원)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및 사업 계획 수립 지원

   - 온라인 교육 : 창업 관련 기초 역량 함양 교육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수립 지원

   - 오프라인 교육 : 최소요건제품 제작, 고객 및 시장검증,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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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2-2

  사업내용

● 창업 3년 이내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 처리, 기술 임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    상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창업 3년 이내 기업

    ※ 지원제외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 받은 자(기업) 

▶협약기간 내 휴·폐업 혹은 중단(중단 처분, 중도 포기)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   ̒세무·회계’, ʻ기술보호’등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2년간 최대 200

만원 지원)

지원부문 지원내용 지원한도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연간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기술보호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등

  지원방법 및 절차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문의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 044-410-1958, 1959, 1961)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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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인턴십 사업3-1

  목    적

●만 60세 이상의 참여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참여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참여유형별 지원금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최대 240만 원 지원】

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지원금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장기취업
유지형

【1인당 총 90만 원 지원】

장기취업유지
지원금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 원 지원(일시급)

  ※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

채용지원금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02-6280-2912) 신청서 제출

      ※ 신청 및 사업 세부내용 운영기관 문의

      문의처 :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 213-0912)



  목    적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핵심인재로 육성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

  지원대상

●(기  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하고, 공제만기시 적립금 

      약 3,000만원+a(이자)을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위 : 만원)

구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60개월 소계

청년납입금 매월 12만원 x 60개월 = 720 720

기업납입금 매월 20만원 x 60개월 = 1,200 1,200

정부지원금 120 120 150 150 180 180 180 - 1,080

  * 참여기업 혜택 :  고용평가 도입사업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우대지원, 기업납입금 비용인정(연구비, 인력개발비 

등 세액 공제)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위탁판매기관(수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선택

    ※ 신청 및 사업 세부내용 운영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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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3-2

      문의처 :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 2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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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규>3-3

  목    적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대상

●(기  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근로자)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6개월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

원금을 지급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비수도권 지역 기준)

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 및 접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운영기관 : ‘(전북)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선택

  ※ 신청 및 사업 세부내용 운영기관 문의

      문의처 :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 213-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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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4-1

  사업내용 

●중소기업 수출규모별(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수출 전 과정에 이르는 마케팅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

  지원규모

●3,972여개사(총 1,075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 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매출액 10억원 미만) 70%, (매출액 10~50억원 미만) 60%, (매출액 50억원 이상) 50%, 

           물류전용바우처는 일괄 70% 보조

  지원내용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식으로 지원

  전년과 달라진 점

●성장바우처에 수출강소트랙 신설, 혁신바우처는 폐지

    - 혁신바우처 트랙 폐지에 따라 舊 혁신바우처 트랙 대상기업에 가점 신설

    - 중진공과 지방청만 운영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하여 일원화 

●물류바우처 지원트랙 신설

    -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보험료로 사용 가능한 물류전용 바우처

      (최대 2천만원, 보조율 70%) 지원

●수출두드림사업 참여기업 우대지원

    - 수출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수출  두드림기업’이 사업신청시 우선선정 우대

  지원신청 및 절차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수출마케팅 활동

문의처 :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사업내용

●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의 해외마케팅, 수출금융·보

증 등 우대 지원

  지원규모

●1,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각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지원제외 기업

 ▶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휴·폐업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후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대표자

 ▶기타 사업공고시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시 우대, 해외규격인

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 (기타)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국외 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전자상거래 맞춤

형 무료컨설팅, 물류비 할인 및 물류 컨설팅 지원 등

  지원신청 및 절차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

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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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중소벤처기업부)4-2

    문의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044-204-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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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 사업5-1

  목    적 

●탄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탄소·복합소재 전문인력 양성

  기    간 : 

●2022. 1월 ∼ 12월 (1년)

  지원규모

●훈련과정수 : 27과정(재직자 27), 연인원 : 650여명

  지원대상

●탄소·복합소재 분야 협약기업의 재직자

  지원내용 

●탄소·복합소재 분야 전문기술교육 실시

●협약기업 교육 수강 시 훈련용 장비 사용 지원

  사업내용 

●탄소·복합소재 관련 협약기업 재직자 직무향상 훈련 

●탄소·복합소재 관련 협약기업 채용예정자 훈련

●협약기업 장비사용지원(탄소섬유프리프레그제조장비 등 47종)

  지원방법 및 절차

재직자교육 

인원모집 및 신청
교육대상자확인 교육진행 사후관리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 이메일접수
⇨ 

협약기업재직자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 2일 16시간 ⇨

만족도조사 및 

수료증발급

문의처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기술교육센터         
                             (☎ 219-3686, 3687, 3688  www.hrd-kctech.re.kr)



 68  중소기업지원 지원시책안내

데이터 인프라 구축(정보화)5-2

  목    적 

● 전문가, 기업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연결하여 스마트공장의 AI 활용을 가속하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 

플랫폼(KAMP*) 구축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지원대상 

● AI를 활용한 공정개선 의지가 강하고 컨설팅 및 실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조기업

    ※ 지원제외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이 불가한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제조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지원내용 

● AI 컨설팅 : AI 기술 도입으로 공장 또는 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데이터·AI 분석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 컨설팅·멘토링 지원

● AI솔루션 실증지원 : 공정 및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AI 기술 및 솔루션을 제조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기술 및 솔루션에 대한 실증 지원

●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AI솔루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제조데이터를 수집·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방법 및 절차

공고 및 접수 ⇨ 선정 및 전문가 매칭 ⇨ 협약 및 착수 ⇨
중간/최종 및

완료보고

                   문의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KAMP 홈페이지 (www.kamp-ai.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41, 0943~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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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단체 현황

기    관    명 주  요  사  업 대표전화/홈페이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수출 등 중소기업육성시책 전반
Tel. 063-210-6400
http://www.smba.go.kr/jeonbuk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마케팅, 구인·구직 지원 등
Tel. 063-711-2000
http://www.jbba.kr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운용, 판로·수출지원, 교육지원 등
Tel. 063-214-6606~9
http://www.kbiz.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북지역본부 자금지원 상담·승인, 융·복합 교류지원
Tel. 063-210-9900 (통합콜센터1357)
http://www.kosmes.or.kr

한국표준협회전북지역본부 기술교육, 국내·외 기술표준  보급, 국제협력 지원 등
Tel. 063-214-2234
http://www.ksa.or.kr

한국무역협회전북지역본부 무역업무지원, 무역연구·조사, 해외마케팅 지원, 무역연수
Tel. 063-214-6991
http://www.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전북지사 수출·입 보험제도 전담·운영
Tel. 1588-3884(고객센터)
http://www.ksure.or.kr

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벤처기업 마케팅 종합지원
Tel. 063-211-7796
http://www.venture.or.kr

전북테크노파크 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지원 등
Tel. 063-219-2114
http://www.jbtp.or.kr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
Tel.063-230-2500(고객센터1588-6565)
http://www.kodit.co.kr

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중소기업 보증, 전자상거래 보증, 보험, 창업 및 경영지원
Tel. 063-270-9800
http://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전주지점
(전주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창업 및 R&D지원 등
Tel. 063-231-8110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주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
Tel. 063-219-0340
http://www.jvada.or.kr

사)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중소·벤처기업육성 및  우수기술 마케팅 지원
Tel. 063-714-2366
http://www.koshba.or.kr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 산협력공동기술개발, 교류전문가파견 지원 등
Tel. 063-214-9202
http://www.buyjeonju.com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바이전주우수상품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Tel. 063-231-2288
http://www.buyjeonju.com

전북공예협동조합 전통공예품 판로개척 및 수출촉진, 해외시장 개척 등
Tel. 063-280-1100
http://jcci.korcham.net

전주상공회의소 지역기업정보, 산업단지현황, 경제정책정보 제공 등
Tel. 063-276-7761
http://www.ksd.or.kr

전북경영자총협회 기업 인사노무, 노동법률, 노사협력, 교육사업 지원 등
Tel. 063-272-9906,9973
http://jeonbuk.wbiz.or.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전북지회 창업·판로지원, 여성 CEO교육
Tel. 063-237-5354(0507-1408-5354)
http://www.debc.or.kr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전북지역센터 창업·판로지원, 장애인 CEO교육
Tel. 063-237-5354
http://www.de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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