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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과

신청대상

●● 수도권●이전기업●지원

 -  사업장이 ‘수도권 내 대상지역’ 내 있고,  

아산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 기업

●● 아산시●신·증설●기업●지원

 -  아산시에 공장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 설비투자지원 : 설비투자금의 최대 11%

※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조건

●● 고      용 : 상시고용인 30인 이상
●● 사업기간 : 기존사업 3년 이상 영위
●● 업      종 : 모든 제조업 
●● 이행조건 :   독립사업장 이전,  

기존 사업장 폐쇄, 매각

●● 고      용 : 상시고용인 10인 이상
●● 사업기간 :   기존사업 3년 이상 영위
●● 업      종 :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이행조건 :   투자금 1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  

기존고용의 10%이상 신규고용

부동산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지원절차 ●● 유치결정(지자체)▶신청·접수(지자체)▶심의·결정(산자부)▶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 수시접수 
●●  「아산시청 기업경제과」에 지원가능 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 문의 후 신청

문●의●처 ●● 아산시 기업경제과   ☎ 041-540-2377

신청대상

●● ●제조업을●3년●이상●영위한●기업으로,●제조업●전업률●30%이상,●최근●3개년●이상●매출액이●

발생한●기업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만1년 이내인 기업은 제외

※ 고용 10인 미만이면서 연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일반기업 3억원(고용 10인 미만 2억원), 연간 100만$ 수출기업과 녹색기술인증기업,  

도 지정 선도기업 5억원,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10억원 
 - 연간 매출액 범위 내 한도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 선택

●● 융자이율 
 - 기업과 은행이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1.75 ~ 2.0% 보전
 - 2년 거치 일시상환(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1.75%)
 -  도 지정 유망·선도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충남기업인대회·충남품질 

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이상 수상기업은 추가 보전

●●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추석·설)●

●● 대상 : 경영안정자금을 기 지원받은 업체에 한하여 한도내 추가지원
●● 금리 2.0% 보전(우대금리 미적용)

지원절차 ●● 접수(아산시청)▶심의·결정(충남도청)▶결과통보

신청방법 ●● 분기별 접수 (단,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문●의●처 ●● 아산시 기업경제과   ☎ 041-540-2377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아
산
시
청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경제과

신청대상 ●● 아산시●지역내●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및●졸업●후●3년이내●지역정착●졸업기업

지원내용

●● 인증획득 지원
●● 지식재산권획득 지원
●● 카다로그 및 디자인 제작지원
●● 홈페이지 제작지원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창업보육센터에 신청

문●의●처 ●● 아산시 기업경제과 경제정책팀  ☎ 041-540-2912

아
산
시
청

신청대상

●●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지원 
●● 아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사업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 제조 광업 운송업 : 상시고용 10인 미만
 - 건설도매 소매 서비스업 : 상시고용 5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특례보증
 - 소상공인창업 : 사업개시 6개월 이내
 - 경영개선자금 : 사업개시 6개월 초과

●● 지원규모 : 3천만원 대출한도 2% 금리지원

지원절차

신청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 ▹ 전화상담 ☎ 041-530-3813

문●의●처
●●  아산시 기업경제과 경제정책팀    

☎ 041-540-2912

창업보육 지원사업

우리시 공고 후

보증 재단 접수

신용등급

서류심사
보증서발급 금융기관대출

지원기업

선정통보

신청서접수

창업보육센터

아산시
창업보육지원

사업수행

사업수행 

완료보고

사업비

집 행



해외무역사절단 

사업개요
●● ●현지●바이어상담을●통한●수출거래선●발굴●및●시장조사●지원●●

->●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관내●중소기업●대상으로●해외●세일즈단●구성●●

운영사업●

및

지원내용

●● 무역사절단 운영 공통경비
 - 용역(인건)비, 시장조사비, 자료비
 - 바이어 발굴 용역 소요경비
 - 통역비, 상담시설 임차비

●● 대상국가내 이동수단 임차료 등
●● 업체당 참가자 1인 왕복 항공료 50%  (이코노미석)

지원절차 ●● 공고(아산시 홈페이지)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방법 ●● 공고기간내 신청서 접수

문●의●처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통상정책팀 ☎ 041-540-2252

아
산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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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담당관실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신청대상 ●● 2007.●8.●3.●~●2022.●8.●2.●기간●창업한●제조업●영위●중소기업

지원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면제 

* 부담금 종류 :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

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

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지원조건
●●  창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면제 또는 환급  

(단 부담금 납부시점부터 5년 경과시 환급청구권 소멸)

지원절차
●●  부담금 면제 신청서 제출-> 창업확인 및 면제기간 통보 ->부과기관에 통보서 제출 -> 부담금 

면제 또는 환급

신청방법
●● 창업자가 부담금 면제신청서(9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 제출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의 회신공문으로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여 면제 신청

문●의●처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 공장설립팀    

☎ 041-540-2961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해외지사화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정책기획

담당관실

신청대상
●● ●본사●또는●공장이●아산시에●소재한●중소기업이며●동일한●전시회에●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받지●않은●기업

지원내용

●● 외국어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소요비용의 50% 이내
 - 한도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지원

●● 해외개별전시회 지원
 - 부스임차료(기본장치포함)의 70%
 - 파견지원 1인 왕복항공료 50%(이코노미석)

●● 중소수출기업 단체보험 가입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이하의 관내 중소기업
 - 중소중견플러스 보험료 전액지원

●● 해외 마케팅용 동영상 제작지원
 - UCC 및 홈페이지 게재용 제품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지원절차 ●● 공고(아산시 홈페이지)에 의한 공개모집(매년 2월~3월 공고)

신청방법 ●● 공고기간내 접수

문●의●처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통상정책팀 ☎ 041-540-2337

아
산
시
청

신청대상
●● ●본사●또는●공장이●아산시에●소재한●제조●중소기업으로,●동일지역●무역관에●타●기관으로

부터●지원을●받지●않은●기업

지원내용 ●● 지사화사업 발전단계 참가비의 50% (업체당 200만원 이내, 10개사 선정)

지원조건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업체

지원절차

●● 공고(아산시 홈페이지)에 의한 공개모집
●● 해외지사화 사업 신청(http://www.expotvoucher.com)
●● 지원신청(아산시)
●● 해외 시장성 평가(코트라, 중기공, 옥타) 및 선정
●● 타시군 중복확인 및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www.exportvoucher.com

문●의●처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실 통상정책팀  

☎ 041-540-2252

기타 통상지원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신청대상 ●● 아산시민●누구나

운영사업●

및

지원내용

●ԡ 근로자를●위한●고용,●복지,●서민금융업무●등●종합서비스●센터

●ԡ ●고용센터,●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아산시●일자리센터,●아산시●복지지원팀,●●

서민금융지원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한●곳에서●서비스●제공

●ԡ 지원업무

 -  취업지원,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집단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문●의●처
●● 아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41-570-5500
●●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2, 4층(온천동)

아
산
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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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과

일자리 채용 지원 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신청대상 ●● 아산시●관내●기업체●대표●및●인사채용담당

운영사업

및 ●

지원내용

●ԡ 인재매칭●및●채용대행

 -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회원가입과 구인등록을 통한 인재매칭 알선

 -  채용인원이 많을 경우 채용공고, 구직서류 접수, 면접진행, 합격자 발표 등 채용대행 업무를 지원

●ԡ 스마트●잡페어(채용박람회)●및●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

 - 매월 구인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구직자 섭외 및 현장 면접 지원(정기)

 - 인재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맞춤형 인재 알선 채용지원(비정기)

●ԡ 기업●홍보●지원

 -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직무분석 및 홍보지원

 - 일자리 홈페이지 기업정보, 월간 일자리 정보지를 통한 기업홍보지원

문●의●처
●●  아산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 ☎ 041-540-2881, 537-3000
●● 아산 종합 일자리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ob.asan.go.kr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사회적

경제과

아
산
시
청

신청대상 ●● 아산시●관내●중소·중견기업

운영사업●

및

지원내용

●ԡ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우수인재 채용 기업 / 1기업 당 최대 2명
●● 지원조건 : 협약체결하고 지역인재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월 급여 175만원 이상 사무 관리직 및 전문직 채용 시(생산직 제외) 
●● 지 급 액 : 지역우수인재 1명 당 360만원 지급
●● 적 용 일 : 2017. 7. 1.이후 채용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고용내역서

●ԡ 지원절차

협약

체결

▶

지역인재

채    용

▶

6개월

고용유지

▶

보조금 

신  청

▶

보조금

지  급

아산시 

↔

신청기업

협약기업 협약기업 협약기업 아산시청

●ԡ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유사사업 중복지원불가

접수/

문의처

●●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청년경제팀 ☎ 041-540-2147
●●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https://asan.go.kr/naeil

신청대상 ●● ●아산소재●중소(5인이상)·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

지원내용

●ԡ 청년내일카드란?

●●  아산시 관내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삶의질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6개월 이상 근속

청년들에게 복지를 지원해주는 지역기반 통용 체크카드

●ԡ ●사업개요

●●  발급목적 : 중소기업 재직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장기근속 유도
●● 발급조건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자
●● 지원기간 : 취업 후 7개월~12개월(매월 25만원 지원)
●● 지원금액 : 150만원(6개월 x 25만원)
●● 사 용 처 : 아산시 관내 카드사용점(타지역 사용 불가)
●● 운영방식 : 체크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 방식

문●의●처
●●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청년경제팀 ☎ 041-540-2147
●●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https://asan.go.kr/naeil

청년내일카드사업 



아
산
시
청

08 | 09

세정과기업이전 세제 감면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 국세 - 법인세

감 면 내 용 대   상 현 소재지 이전지역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61조)
본점/주사무소/공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공장·본점 전부)

2년 이상 사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세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장 또는 본사

3년 이상 사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문의처 법인세·소득세 문의 ▶ 국세청 ☎ 국번없이 126 

◦ 지방세 - 취·등록세

현소재지 이전(감면) 대상
이전(입주) 

지역

감 면 내 용

취득세

(2019년 일몰)
재산세

수도권 

과밀지역*

본사 또는 주사무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아산시 100% 면제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공  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아산시 100% 면제

100% 감면(5년)

50% 감면(3년)

지역무관

공장 등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내 75% 감면** 75% 감면(5년)

공장 등 대수선 산업단지 내 40% 감면** -

외국인투자

기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투자지역

사업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투

자비율을 곱한 금액

의 전액 감면

사 업 개 시 일 로 부 터  

10년 및 15년간 감면

대상의 50% ~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

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

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세제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상세 확인바랍니다.

법인세, 소득세(국세 : 세무서 126)  /  취득세. 재산세(지방세 : 아산시청 세정과 ☎ 041-540-2279)



◦ 정책자금 지원개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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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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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중소기업정책자금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자 금 명 대상 용도 대출범위 대출한도 대출기간

창업기업
지원자금 
(일반)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시설
생산설비, 사업장확보 등

 (부지, 건축, 공장매입, 경공매) 

잔액기준 

50억원
10년이내

운전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5억원 5년이내

청년전용 
창업기업 
지원자금

대표자 39세 이하,  

3년 미만 기업

시설 생산설비, 사업장확보 등 1억원 6년이내

운전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등 1억원 6년이내

성장공유형
자금

기술성과 미래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 

있는 기업

시설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
잔액기준 

50억원
5년이내

운전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  

비용 등
20억원 5년이내

이익공유형
자금

시장진입단계의 기업으로 

향후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7년미만 중소기업

시설 생산설비도입자금 등 20억원 5년이내

운전
원부자재 구입비용,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등
5억원 5년이내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정부 R&D 

성공기술 사업화 등 기업

시설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 20억원 10년이내

운전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비용 등 5억원 5년이내

수출금융
지원자금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운전

출품 생산용 원부자재구입 비용,

수출 소요 비용 등
20억원 1년

신성장
기반자금

창업 7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제조현장 스마트화 

추진 기업

시설
생산설비, 사업장확보 등

(부지, 건축, 매입, 경공매)

잔액기준 

50억원
10년이내

운전
시설도입에 따른 초기가동비, 별도 

기준 충족시 원부자재구입비 등
5억원 5년이내

사업전환
자금

업종전환, 업종추가, 무역

조정지원등 정부승인기업

시설
생산설비, 사업장확보 등

(부지, 건축, 매입, 경공매) 

잔액기준 

50억원
10년이내

운전
제품생산 비용,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5억원 5년이내

재창업
지원자금

재창업 7년미만 

(준비 포함) 기업

시설 생산·시험설비, 사업장확보자금 등
잔액기준 

50억원
10년이내

운전 재창업비용 등 기업경영소요경비 5억원 6년이내

긴급경영
안정자금

재해피해,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운전

경영정상화 비용, 원부자재 구입 

비용, 재해피해 복구비용 등
10억원 5년이내



◦ 신청방법

 - 중진공(www.sbc.or.kr)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신청 및 지원절차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신청요건 등 확인

●●  중소기업 ▶ 중진공 방문 상담

(기업진단 신청)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  중소기업 ▶ 중진공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또는 사업별 융자신청서 온라인 전송

●●  중진공 ▶ 중소기업
 -  SMS 등으로 신청결과 통보·지원대상  

적합 시 정식 접수

●●  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 여부 및 지원결정 금액 통보

●● 중진공 ▶ 중소기업(직접대출)
●● 금융회사 ▶ 중소기업(대리대출)

●● 중진공 ▶ 중소기업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10 | 11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정책자금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 041-621-3681~6

신청대상

●● (기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및●「중견기업법」●上●중소·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 제외한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

●● ●(핵심인력)●중소기업●소속●상시근로자●중●해당●중소기업●대표자가●지정한●인력(학력,●경력,●자격●무관)
 - 기업의 대표자, 실경영주 등은 가입 제외

지원내용

●● (가입기간) 5년(단, 만기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 (부금납입)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1:2 이상의 비율로 공동 납부
●● (가입금액)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매월 최소 34만원 이상 공동납입)
●● (공제금리) ’18년 2분기 현재 1.94%(연복리, 매분기 변동금리, 홈페이지 게시)

가입조건

●●  (기업) ① 핵심인력 장기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기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② 납입금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 인정 및 납입금액의 25% 세액공제(단, 최대주주와 배우자, 친
족 등에 대한 납입비용은 제외)
●●  (핵심인력) 5년 만기 시, 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가능 ② 기업 납입금에 대
한 근로소득세 50% 상당 감면(단, 최대주주와 배우자, 친족 등은 감면 제외)  

지원절차 ●● 가입 → 매월 납부(사업주, 핵심인력) → 만기 수령(5년후)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온라인 가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가입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 041-621-3685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중소기업●중●컨설팅을●희망하는●중소기업

운영사업

 및

지원내용

●ԡ 경영·기술컨설팅

●● 지원대상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경영 전 분야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FTA)등)

 -  기술 전 분야 
(생산혁신, 품질, 정보기술, 에너지/녹색경영, R&D 등)

●ԡ 특화형컨설팅

●● 지원대상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미래성장산업, 新서비스업,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업 서비스화 분야

●ԡ 원스톱창업지원

●● 지원대상 
 -  예비 또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정한 창업자로서, 제조업에 한함) 
✽ 단, 재창업자는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함(중진공 정책자금 선정기업)

●●  지원내용 
 - 공장설립(변경)승인 및 제조시설설치, 공장증설

●ԡ 화학물질●관리●컨설팅

●● 지원대상 : 업력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필요한 기업

지원조건

●● 정부지원금 : 최대 30백만원 
●● 지원비율 : 과제규모에 따라 30~9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년(2개월/년 추가연장 可, 1회)
●● 각 사업별 지원조건은 홈페이지 참조(www.smbacon.go.kr-사업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경영·기술, 특화형,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 분기별 신청 
 - 원스톱 창업지원 컨설팅 : 연중 수시 신청(예산 소진시까지)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부권경영관리처  ☎ 042)866-0184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 기업진단사업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중소기업으로●경영개선●희망●기업

※ 지원제외 

 -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상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10MD(진단 비용 무료)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진단 ▶ 애로해결(해법제시) ▶ 정책연계지원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신청

 - 건강진단 신청서(http://www.sbc.or.kr-각종서식 검색)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 041-621-3676



신청대상
●● 수출기업●또는●수출을●희망하는●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지원내용

●ԡ 해외마케팅지원

 -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파견지원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지원

 - 해외지사화사업

 - 해외대형유통망진출 지원사업

 - 수출성공패키지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 아시아하이웨이 지원사업

 - 글로벌시장개척사업(GMD)

●ԡ 국내판로지원

 - 중기제품거래촉진지원(HIT500)

 - 중기제품 간접광고지원사업

 - 민간대형유통망 연계 판매지원

●ԡ 온라인마케팅지원

 - 해외유통망진출지원

 - 고비즈코리아운영

 - 글로벌 바이어 구매알선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 검색엔진 마케팅 패키지

 - 온라인 수출관 패키지

 - 글로벌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 글로벌 온라인 B2B 플랫폼 활용

지원조건

●ԡ 『중소기업기본법』상의●지원대상●업종●영위●중소기업

※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지원절차 ●● 모집공고→업체모집→선정→사업실시→사후관리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 041-621-3673, 3677, 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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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중
소
기
업
진
흥
공
단



신청대상

●● 창업자금●및●경쟁력●강화●자금

 -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영상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산집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 혁신형●중소기업●자금

 -  벤처기업, 신제품(NEP)인증,  

이노비즈(Inno-Biz) 기업
 -  최근 3년 이내 특허·개발기술 등의  

사업화 업체

지원내용 ●● 1,000억원(연 3.4%, 변동금리) ●● 1,200억원(연 2.5%, 변동금리)

지원조건

●● 시설투자자금 
 - 20억 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5억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투자자금 
 - 15억 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10억 원(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절차 ●● 자금상담 및 신청▶접수·평가▶사전점검▶자금배정▶대출점검▶사후관리

문●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신용식 ☎ 041-539-4543)

지원내용
●●  경영, 인사, 기술, 생산, 마케팅, 자금, 세무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현장방문  

자문서비스 제공

문●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신용식 ☎ 041-539-4543)

신청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체

 - 본사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 중소기업체

지원내용

●● FTA활용 컨설팅
●●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 컨설팅
●● FTA활용 실무교육(비관세 교육 등 포함)
●● FTA 협력 업체 교육 및 FTA활용교육
●● 실무협의회
●● 협력업체 사후관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 충남소재 중소기업체 재직자
●● 충남소재 유관기관 재직자

지원절차 ●● 모집공고 ▶ 메일접수 ▶ 선정 ▶ 지원 ▶ 사후관리

신청방법 ●● 메일접수 (cnfta@naver.com)

문●의●처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담당 (홍지연, 오수민 ☎ 041-539-4532, 4534)

충
남
경
제
진
흥
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충남FTA활용지원센터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경제

진흥원

충남 Biz-콜센터 운영



신청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소재 기준

지원내용

●ԡ 해외무역사절단●운영

 - 충청남도 일본무역사절단 : 10개사
 - 아산시 아세안지역 무역사절단(1차) : 8개사
 - 아산시 CIS지역 무역사절단(2차) : 8개사

●ԡ 해외●전시회●단체참가지원

 - 인도 뭄바이 G-Fair : 6개사
 - 홍콩 미용박람회 : 6개사
 - 베트남 호치민 G-Fair : 6개사

●ԡ 국내개최국제전시회●참가지원

 - 서울국제소싱페어 : 10개사
 -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 6개사
 - 경영하우징페어 : 6개사
 - 국제뷰티엑스포코리아 : 6개사
 -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 : 8개사
 - 금속산업대전 : 6개사

●ԡ 글로벌●전자무역●마케팅●지원사업●:●30개사

 -  B2B 온라인 운영을 통한 제품 마케팅 및 FTA체결국 중심의 타깃 바이어 대상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

●ԡ 외국어●카달로그●및●수출상품포장디자인●제작지원사업●:●25개사

 - 국가별 맞춤형 카달로그 및 수출용 제품 포장지 제작 지원

지원절차
●●  모집공고 ▶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등록·신청(※충남도 사업만 해당) 또는  

메일접수 ▶ 선정 ▶ 업체지원 ▶ 사후관리

신청방법 ●●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신청 / 메일접수 (cepa4539@hanmail.net)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담당 (민주영, 이원부 ☎ 041-539-4531)

신청대상 ●● 충남도●내●사업자등록(본사)●또는●공장등록(제조시설)이●있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소셜입점지원 사업 1차~5차 프로모션 기획전(회당 15개사 내외)
 -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30개사 내외)
 - 대기업 순회판매전 (5개사 내외)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26개사) 

지원절차 ●● 모집공고 ▶ 메일접수 ▶ 선정 ▶ 업체 지원 ▶ 사후관리

신청방법 ●● 메일접수 (alal9727@cepa.or.kr)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담당 (박종혁 ☎ 041-539-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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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진흥원

국내마케팅 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
남
경
제
진
흥
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대상
●● 충남소재●수산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소재 기준

지원내용

●●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상·하반기 각1회

●● 수산식품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 홍콩식품전시회 : 6개사 내외

 - 호치민식품전시회 : 6개사 내외

●● 수산식품 수출상담회 : 상·하반기 각1회

●● 국내 수산식품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 6개사

지원절차 ●●  모집공고 ▶ 메일접수 ▶ 선정 ▶ 업체 지원 ▶ 사후관리

신청방법 ●● 메일접수 (cepa4539@hanmail.net)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담당 (민주영, 이원부  ☎ 041-539-4531)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수산물 수출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경제

진흥원

충
남
경
제
진
흥
원

농사랑 쇼핑몰 사업

신청대상

●● 충남에서●생산●및●판매하는●농가

●● 충남에서●생산한●농산물을●가지고●제조/가공하는●가공업체

●● 단,●유통업체는●입점●불가

지원내용

●● 농사랑 쇼핑몰(www.nongsarang.co.kr) 입점을 통한 판로 지원

●● 농사랑 쇼핑몰 입점 농가(업체)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및 협력몰 입점 지원

●● 입점농가 상품 홍보페이지(상세페이지) 제작지원

●● 전자상거래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온라인 마케팅 및 기획전 통한 상품노출

●● 축제 및 기타 행사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조건

●● 1순위 : 도내 1차 농산물 생산 농가 중 각종 인증 취득 농가

●● 2순위 : 인증은 없으나 공급 능력 및 CS능력 등을 갖춘 농가

●● 가공업체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 업체 등

지원절차
●●  농사랑 입점관리시스템   ▶ 입점신청(자가평가표 작성 및 제출) ▶ 입점검토 ▶ 현장검증  

▶ 입점승인 ▶ 자료제작(상세페이지 등) ▶ 완료

신청방법
●●  수시접수 

농사랑 입점관리시스템 http://nongsarang.sdmail.co.kr

문●의●처
●● 총괄 기관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 041-539-4537, 4535

●● 운영 위탁사 : ㈜상상이상 ☎ 041-425-2025~6



신청대상

●● ●공고일●현재●주민등록상●충청남도에●주소를●두고●있거나●도내소재●학교●재학●중인●●

만18세~39세의●예비●창업희망자

●● ●충청남도내●거주하면서●사업장●소재지가●충청남도인●창업한지●3년●미만의●만18세~●

만39세의●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 교육 지원

●●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제공

●● 창업활동비 지원 : 월 25~60만원 10개월간

●● 창업지원비 지원 :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 경영지원 :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조건

●● 제조업 : 식료품 제조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25개 분야

●● 정보통신업 : 출판, 영상·게임,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제외대상 :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자, 국가로부터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동 사업에 참여 했던 자

지원절차
●●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은 후 작성 ▶ 1차 서류 

심사 진행 ▶ 2차 대면평가진행 ▶ 필수교육 30시간이수 ▶ 사업진행 및 지원

신청방법

●● 공고를 통한 사업참여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양식 다운 후 작성하여 이메일 

(yunchan0308@cepa.or.kr) 또는 직접제출

문●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임윤찬 ☎ 041-539-4540)

신청대상 ●● 충남도●내●사업자등록(본사)●또는●공장등록(제조시설)이●있는●외국인●투자기업

지원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

●●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CEO 간담회 및 실무자 워크샵 개최 등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지원

 -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 전문가 경영컨설팅(인사, 법무, 특허, 세무회계, 노무, 금융 등) 지원

지원절차 ●● 모집공고 ▶ 메일접수 ▶ 선정 ▶ 업체 지원 ▶ 사후관리

신청방법 ●● 메일접수 (jungwon@cepa.or.kr)

문●의●처 ●● 충남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담당 (이정원 ☎ 041-53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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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진흥원

충남외투기업지원센터

청년CEO 500프로젝트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
남
경
제
진
흥
원



신청대상 ●● 도내●구인기업●및●취업●희망자●등

지원내용

●● 찾아가는 구인 발굴 및 구직 상담반 운영
●●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날 추진
●● 도내 기업 면접비 지원
●● 주간 일자리 정보지 및 월간 뉴스레터 발행
●● 구인·구직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일자리 상담사 역량 강화

지원절차

●● 구인기업 :   구인신청 ▶ 구인상담과 등록(워크넷, 충남일자리넷) ▶ 인재 매칭(알선, 매칭)  

▶ 채용 및 사후관리

●● 구 직 자 :   구직신청 ▶ 구직상담과 등록(워크넷, 충남일자리넷) ▶ 기업 매칭(알선, 매칭) 

▶ 취업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우편·팩스·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njob.or.kr)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  ☎ 041-539-4550~5 / 팩스 041-539-4570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경제

진흥원

충
남
경
제
진
흥
원

신청대상 ●● 청년●구직자●및●신입사원,●대학생●등

지원내용

●● 청년 맞춤형 입사지원 심층컨설팅
●● 청년 취업고취를 위한 「충남 강소기업 분석 경진대회」 개최
●● 청년 취업정착을 위한 「충남지역 신입사원 통합 워크숍」 개최

지원절차

●● 컨 설 팅 : 참가자 모집 → 컨설팅 제공 → 구인·구직 매칭서비스 제공
●● 경진대회 : 참가자 모집 → 서류심사 → PT 지도 ⇨ 시상
●● 워 크 숍 : 참가자 모집 → 워크숍 개최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우편·팩스·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njob.or.kr)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  ☎ 041-539-4550~5 / 팩스 041-539-4570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청년층 성공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1인●창조기업●또는●예비●1인●창조기업

지원내용

●● 개인전용 사무공간 및 공동 사무공간, 회의실 등 비즈니스 공간 제공
●● 세무 및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전문가 상담 등 경영지원 서비스
●● 교육·세미나 및 네트워킹 지원

지원조건

●ԡ 개인사업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ԡ 법인사업자●:●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ԡ 예비창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지원제외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지원절차
●●  창업넷(www.K-startup.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My페이지)  

▶ 정회원 서류 업로드 ▶ 센터 신청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창업넷 사이트를 통해 정회원 등록

문●의●처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임윤찬 ☎ 041-539-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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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진흥원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충남 청년 취업촉진 장려사업

충남 기업 면접비 지원 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
남
경
제
진
흥
원

신청대상 ●● 특성화고●학생,●취업성공패키지●참가자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 고교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행사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의 성공취업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캠프 운영
●● 기업탐방에 불참한 고교생에게 전파하기 위한 기업탐방 사례집 발간

지원절차 ●● 사업 설명회 → 고교모집 → 기업모집 →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 → 사후관리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우편·팩스·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njob.or.kr)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  ☎ 041-539-4550~5 / 팩스 041-539-4570 

신청대상 ●● 도내●34세●미만의●청년●구직자

지원내용

●● 청년 구직자 「취업 활동비 일부지원」 
 -  자격증 접수 비용 지원

●●  청년들의 성공취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 제공
●●  희망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한 기업탐방, 취업역량 강화 캠프 참여기회 제공

지원절차 ●● 사업홍보 → 신청 및 접수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우편·팩스·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njob.or.kr)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  ☎ 041-539-4550~5 / 팩스 041-539-4570 

신청대상 ●● 도내●소재기업(향략,●파견업●등●제외)의●채용면접●참가자

지원내용

●●  센터와 면접비 협약을 체결한 도내 기업에 면접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20,000원을 지원

해주는 제도
 - (기업) 충남 소재기업(별도 신청과 선정에 의한 협약기업)

●●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나, 중견 및 대기업도 포함
●● 제외 : 향락, 파견업 등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기업

 - (구직자)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계층

지원절차 ●● 기업 면접비 협약 ⇨ 기업 면접비 신청 ⇨ 구직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우편·팩스·메일 등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njob.or.kr) 참조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충남일자리종합센터)  ☎ 041-539-4550~5 / 팩스 041-539-4570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기업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신청대상 ●● 관내●회원업체

운영사업 

및 

지원내용

●ԡ 기업지원사업

●● 규제 및 애로사항 건의 : 기업애로 해소 지원(정부 및 관계부처 건의)
●● 경영상담 : 세무/회계(월), 인사/노무(금), 무역, 법률, 법무, 특허 등(☎ 041-559-5708)
●●  자금·수출입 지원 상담회(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참여)
●● 무역인증(FTA, 일반 C/O 등 무료발급/ 품질인증/ PL보험(E-CO 발급) 할인
●● 직무능력향상교육 실시 및 CEO를 위한 워크숍, 충남경제포럼 등 교류기회 제공
●● 워크숍 및 국내·외 연수 참여기회 제공

 - 중견관리자 워크숍, 국내·외 산업시찰 등
●● FTA컨설팅 지원사업 : 관세사를 통한 FTA관련 상담 및 컨설팅을 무료지원
●●  대출관련 지원사업 :  기업은행 대출금리의 1.15% 할인(최대 2억원), 한국은행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추천
●● 경쟁력강화 순회교육 : 산업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등 사내 찾아가는 무료교육 
●● 경영성과 우수 회원사 대상 포상 및 추천(정부포상, 상공대상, 지자체 포상 등)
●● 회의/ 교육시설 이용 : 중회의실(96석)/ 대회의실(300석)
●● 행사지원 : 창립기념일 행사지원, 모범사원표창 등
●● 회원사 대상 제휴서비스 및 임직원 복지향상 서비스 제공

 - DHL국제발송 할인, 통번역지원, 국내 호텔, 펜션, 리조트, 스파 이용할인 등

●ԡ 기업애로●해소●및●조사사업

●● 기업애로 종합지원 : 각 분야별 기업애로 해결
●●  지역경제동향, 기업경기전망조사 :  지역경제동향 및 기업의 경기를 예측하여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

●ԡ 위탁지원사업(아산지소)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041-559-5764~7)
 -  신중년적합직무사업 :  만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시 인건비 지원 

 (연480만원~960만원/1년간 지원)
 -  전직스쿨 :  40대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에 따른 충격완화 프로그램  

 (심리안정/변화코칭/취·창업 정보제공/1:1상담/교육 등)
 -  장년친화기업인증제 :  장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중장년 채용 우수기업, 중장년발전 

 사업 등에 앞장선 기업에 인증패 수여
 -  중소기업 현장방문단 :  지역내 우수 중소기업 현장 체험의 기회 제공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
 - 중장년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 : 지역내 중장년층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 채용대행 서비스 : 단순구직활동자의 지원에 따른 업무 불편시 1차 서류 선별하여 알선
 - 구인구직만남의 날 : 매월 1회 현장면접행사 실시 

●● 청년내일채움공제(☎ 041-559-5723~4)
 - 기업 : 채용유지 지원금(순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
 - 청년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년 뒤 1,600만원 수령

●● 근로자 적립금 12.5만원씩 24개월 납입(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근로자명 가상계좌로 적립)
●● 기업기여금(정부지원금으로 지급) : 400만원

문 의 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 041-559-5700)

●● 아산지소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041-559-5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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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신청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

운영사업●

및 ●

지원내용

●● 기업 대상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교육훈련과정 운영

 - 훈련비용 : 전액 무료

 - 참여방법 :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체결 후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

 ※ 기업에서 훈련비 지급, 환급 신청 등의 절차 없이 교육훈련 신청 및 참여로 가능

 - 훈련장소 : 교육훈련기관의 각 과정별 훈련실시 장소(집체 교육)

 ※ 기업에서 과정별 정원(10~20명) 충족시 기업 방문 교육훈련 가능

 - 교육훈련 과정 안내 : http://www.hrd2go.or.kr (훈련센터)

●● 교육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분야 및 문의처

기관명 교육훈련 분야 문의처

건양대학교 화학, 바이오, New IT 등 041-730-5661~3

충남산학융합원 철강, 자동차부품 등 041-357-8711~4

충남인력개발원 기계, 전기전자, 메카트로닉스 등 041-850-9541~4

충남테크노파크 전기전자, 화학, 항공기계 등 041-589-0662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등 041-589-445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 메카트로닉스, 전기전자 등 041-521-9105

문●의●처 ●● HRD총괄팀 (☎ 041-559-5781~5)

신청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

운영사업●

및 ●

지원내용

●● 개요

 -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창출 추진을 위해 사업주체, 예산, 인력 등 대규모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혁신선도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일자리 사업

●● 지원 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용환경개선, 판로확대, 기술 및 인건비 지원 등

문●의●처 ●● 고용혁신팀 (☎ 041-559-5791~3)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재직자 교육훈련과정 연간 일정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과정명
교육
시간

교육일정(월)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영·회계·사무

사내물류 합리화 및 낭비개선 과정 14h 29~30 건양대학교

자동차 부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보전관리 기초

12h 17~18 21~22 12~13 9~10 14~15 18~19 13~14 10~11 충남인력개발원

자동차 부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보전관리 실무

12h 24~25 28~29 19~20 16~17 21~22 25~26 20~21 17~18 충남인력개발원

기술·인문 융합 R&D기획 전문가 과정 16h 15~16 17~18 13~14 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경영 DB기반 관리도활용 및 
공정능력 분석

16h 26~27 21~22 23~24 6~7 18~19 충남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기업 정보 관리 16h 29~30 17~18 26~27 13~14 25~26 충남테크노파크

실무자를 위한 현장적용 품질관리 16h 08~09 14~15 18~19 16~17 14~15 18~19 12~13 17~18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제조운영 및 정보기술 융합 관리자 과정 16h 04~05 05~06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변화와 성장을 위한 관리자 역량향상 16h 27~28 03~04 29~30 03~04 04~05 16~17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4차 산업혁명과 경영혁신 전략 8h 22 05 17 21 23 20 25 22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보건

기능성 렌즈실무 역량 과정 12h 17~18 16~17 건양대학교

기계

기계제어방식 결정 실무자 과정 16h 19~20 20~21 17~18 01~02 건양대학교

기계시스템 분석 실무자 과정 16h 26~27 27~28 24~25 26~27 건양대학교

유·공압 제어 실무 과정 16h 19~20 20~21 18~19 22~23 건양대학교

기계부품 설계 실습(Auto CAD) 기본 과정 16h 8~9 21~22 6~7 충남산학융합원

기계부품 설계 실습(Auto CAD) 심화 과정 16h 12~13 26~27 4~5 충남산학융합원

기계부품 설계 실습(CATIA) 과정 16h 22~23 31 1 9~10 충남산학융합원

SOLIDWORKS 전문가 양성 과정 16h 15~16 12~13 13~14 충남산학융합원

공작기계 트러블조치 및 보전 기술 과정 16h 3~4 19~20 1~2 충남산학융합원

제조업 생산성 향상 가계보전 관리 과정 16h 22~23 26~27 14~15 15~16 충남산학융합원

기계산업분야 품질개선관리 전문가 과정 16h 26~27 17~18 28~29 20~21 29~30 충남산학융합원

공장자동화 설비실무(기계요소) 16h 10~11 3~9 7~13 충남인력개발원

공장자동화 설비실무(공압) 24h 17~24 19~26 10~17 22~29 14~21 충남인력개발원

공장자동화 설비실무(유압) 16h 25~31 27~2 23~24 30~6 27~28 3~4 충남인력개발원

공장자동화 설비실무(PLC제어) 16h 28~29 28~29 20~21 충남인력개발원

공장자동화 설비실무(PLC제어 실무) 16h 19~20 18~19 17~18 충남인력개발원

CAD시스템을 이용한 2D 드로잉 기초 16h 10~11 10~11 12~13 9~10 10~11 15~16 충남인력개발원

3D CAD를 활용한 시스템설계 실무 16h 14~15 12~13 23~24 충남테크노파크

PLM을 활용한 체계적 설계DATA관리 16h 14~15 12~13 23~24 1~2 충남테크노파크

머시닝센터 프로그래밍 16h 13~14 21/28 25~26 14/21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MasterCAM 16h 18~19 27~28 18/25 13/20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절삭가공 중심의 생산기계 도면해독 16h 27~28 7/14 28~29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설계자를 위한 효율적인 부품설계 도면제작 16h 26~27 27~28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중소기업 자동차부품업체 중심의
기구/기계부품 설계 실무

21h 16~18 23~25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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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과정명
교육
시간

교육일정(월)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품의 최대치수여유에서
쉬운 검사까지 기하공차(GD&T)

16h 15~16 17~18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PLC 프로그램을 적용한
서보모터 제어 기술 실무

16h 21~22 30~31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제조품질 확보를 위한 핵심 품질시스템 
29가지 요소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16h 10~11 6~7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기계 가공설비 정지요인 분석 및 해석하기 14h 4~5 30~31 19~20 6~7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IIOT구현을 위한 센서부품 활용 계장기술 16h 05~06 11~12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스마트팩토리 공유압부품 활용 계장기술 21h 09~11 20~22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제조설비 프로그래밍 설계(PLC) 16h 05~06 26~27 06~07 10~11 01~02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PLC를 이용한 서보모터 및 네트워크 운용기술 21h 07~09 28~30 08~10 12~14 03~05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스마트팩토리 도면해석(기하공차) 실무기술 16h 26~27 01~02 25~26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재료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중심의 CO2용접 실무 16h 17/24 9/16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특수 장비 및 부품 용접 중심의 가스텅스텐아크
용접 실무

16h 14/21 14/21 20/27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화학

바이오의약 환경·안전실무 과정 14h 13~14 19~20 17~18 11~12 16~17 건양대학교

고기능성 균주배양 및 스케일업을 통한
기능성사료첨가제 생산과정

16h 7/14 충남테크노파크

화장품 미생물시험이해 및 기술숙련도 향상 과정 24h 9~11 충남테크노파크

화장품 원료 이해 및 처방연구개발 향상과정 16h 4~5 충남테크노파크

화장품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력 강화 향상과정 16h 10~11 충남테크노파크

섬유·의복

사가공 조건설정 및 염색가공 생산준비 과정 32h 19~22 17~20 건양대학교

전기전자

3D CAD를 활용한 3D Printing 실습 과정 16h 9~10 18~19 18~19 충남산학융합원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퀀스제어 기초 16h 21~22 21~22 13~14 충남인력개발원

생산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퀀스제어 실무 16h 12~13 11~12 10~11 충남인력개발원

3D 프린팅 전문운용과정 16h 22~23 17~18 19~20 충남테크노파크

OLED구동회로 설계 및 제어과정 16h 14~15 17~18 23~24 충남테크노파크

산업용 협업로봇 프로그래밍 제어기술 16h 16~17 01~02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VBA를 이용한 MES시스템 구현기술 16h 29~30 15~16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기계 메커니즘 사전예측 보전기술 16h 09~10 03~04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정보통신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중소제조공정 
빅데이터 분석

16h 10~11 10~11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식품가공

농·축·수산 식품품질관리 과정 8h 10 5 9 4 건양대학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채용예정자 교육훈련과정 연간 일정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
남
북
부 

상
공
회
의
소

과정명
교육
기간

교육일정(월)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영·회계·무

전략산업 품질·생산 전문가 양성
25일
(175h)

18/
입학

20/
수료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제조혁신 공정관리 인력양성
15일
(120h)

21/
입학

10/
수료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기계

미래형 제조기업 스마트팩토리
설계 및 운영 전문가 과정

75일
(450h)

05/
입학

21/
수료

건양대학교

기계부품설계 S/W를 활용한 
3D Printing 실무과정

22일
(176h)

22/
입학

27/
수료

충남산학융합원

범용가공 및 CNC 공작기계 
프로그래밍 과정

48일
(384h)

15/
입학

19/
수료

충남산학융합원

CAD/CAM(3D프린팅) 실무전문가
155일
(1160h)

6/
입학

8/
수료

충남인력개발원

자동화로봇제어 실무전문가
155일
(1160h)

6/
입학

8/
수료

충남인력개발원

스마트팩토리 생산자동화
187일
(1400h)

5/
입학

31/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자동차부품가공
187일
(1400h)

5/
입학

31/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CAD/CAM을 이용한 CNC가공
83일
(618h)

27/
입학

28/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스마트가공 청년실무자 양성
99일
(748h)

20/
입학

20/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3D모델링 제품설계 전문가 양성
71일
(493h)

14/
입학

21/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3차원 설계와 해석 시뮬레이션
95일
(657h)

20/
입학

13/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전자 및 자동차 산업체 중심의 
전자정비 Maintenance 인력양성

66일
(456h)

5/
입학

12/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현장중심형 Smart Factory 

프로젝트 인력양성
25일
(175h)

21/
입학

24/
수료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제품설계 모델링 및 
CPS시뮬레이션 인력양성

25일
(175h)

18/
입학

20/
수료

한국기술
교육대학교

재료

기계 및 부품제조를 위한 
용접실무자 양성

187일
(1400h)

5/
입학

31/
수료

한국기계
산업진흥회

화학

의약품품질공정관리 과정
25일
(150h)

25/
입학

19/
수료

04/
입학

16/
수료

건양대학교

화학물질분석 과정
25일
(150h)

04/
입학

16/
수료

건양대학교

전기·전자

임베디드 시스템기반 통합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81일
(700h)

6/입학 11/수료 충남인력개발원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개발자 과정

95일
(700h)

6/입학 31/수료 충남인력개발원

차세대반도체장비 융합형
설계인력 양성과정

105일
(840h)

6/입학 1/수료 충남테크노파크

18/입학 16/수료 충남테크노파크

정보통신

IOT 정보보안전문가 과정
20일
(160h)

02/
입학

27/
수료

건양대학교



신청대상 ●● 충남●소재●중소기업

운영사업●

및 ●

지원내용

●ԡ 글로벌●IP스타●기업●육성사업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하여 3년간 지식재산창출사업 종합지원
 - 매년1~3월 신청 및 선정 후 1년 최대70백만(3년 최대 210백만원)이내 종합지원
 - 해외출원비용지원 : 해외출원 소요비용의 70%지원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등록 특허기술 홍보동영상 제작(7백만원 이내)
 - 특허맵제작 : 자사기술관련 특허조사 및 전략수립 지원(20백만원 이내)
 - 디자인개발 : 등록(출원)기술관련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7~13백만원 이내)
 - 브랜드개발 : 등록(출원)기술관련 브랜드(신규/리뉴얼)개발 지원(7~13백만원 이내)
 - 특허&디자인융합 : 특허기술 중심의 제품디자인 개발지원(35백만원 이내)
 - 비영어권브랜드개발 : 비영어권 브랜드개발 및 출원지원(40백만원 이내)
 - IP경영진단·구축 : 회사의 IP경영현황 진단 및 전략컨설팅(15백만원 이내)

 
●ԡ 중소기업●IP●바로지원

●●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 방문하여 지식재산관련 컨설팅 및 필요사업지원 
 - 기업 당 1년 최대 2건 사업지원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등록 특허기술 홍보동영상 제작(7백만원 이내)
 - 특허맵제작 : 자사기술관련 특허조사 및 신규기술창출 지원(10백만원 이내)
 - 디자인개발 : 등록(출원)기술관련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7~13백만원 이내)
 - 브랜드개발 : 등록(출원)기술관련 브랜드(신규/리뉴얼)개발 지원(7~13백만원 이내)

●ԡ IP나래●프로그램

●●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대상으로 IP기술 및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기업당 18백만원 내외 사업지원
 - IP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강한특허권창출, 특허포트폴리오전략
 - IP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IP자산구축, IP사업 전략 수립 후 우수특허창출 

●ԡ IP디딤돌●프로그램

●●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교육 지원 통한 지식재산창업촉진
 - 창작교실·특허연구실 : 아이디어 발상 및 사업화 관련 교육
 - 국내권리화 지원 : 국내특허출원 비용 지원(건당 1.5백만원)
 - 3D 프린팅 설계·재료비 지원 : 교육 수료생 한해 무료지원
 - IP고도화 컨설팅 : 전문가컨설팅, 기술평가 보고서 작성, 시제품 제작 등

●ԡ IP인프라구축

●● 지역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지원
 - 발명대회 및 발명캠프 : 도민 발명의식고취 및 기업연계형 대학생 발명캠프
 -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 : 소기업 대상 지식재산전문가 재능기부(무료)
 - 지식재산 경영인클럽 : 지식재산기업 경영인 대상 네트워크 및 IP인식제고

●ԡ IP소송보험

●● 국내외 지식재산관련 소송에 대비한 IP소송보험 가입료 지원
 - IP5*소송보험 : 등록된 개별권리단위 보험료지원(보험가액 변경될 수 있음) 

  * IP5 :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유럽
 - 수출안심(아시아) 단체보험 : 아시아권역 제소, 피소보험(건당 3.5백만원 이내)

●ԡ 지식재산●경영인증

●● 지식재산경영기업을 인증하여, IP경영중요성확대 및 인증기업 대상 혜택부여
 - 특허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연차등록료 감면, 우선심사대상 기업지정
 - 중소기업청 : 정책자금(융자) 지원 가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광고비 할인 

문●의●처 ●● 충남지식재산센터 사업담당 (☎ 041-559-57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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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 지식재산권 기업종합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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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간 ●● 7년(최초●3년,●2년씩●2회●연장●가능)

신청업체 

유형

1)   첨단기술을 보유한 제조 기반 벤처기업으로 설립한지 10년 이하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우대) - 기술기반의 우수기업 업체

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센터장 추천 기업)

3) 업종 :   전기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부품, 영상, 바이오 나노산업 기술집약형, 

의료·광학기기, 비금속 가공, 전산기기제조, 자동차·운송장비 및 부품, 이차전지 등

입주 공간 ●● 84.84㎡ ~ 92.4㎡/업체당 (전용면적 기준)

신청접수

기간
●● 수시모집

입주 

부담금

●● 번영관, 생산관 

 - 임대료 : 6,300원/㎡당(1층), 5,700원/㎡당(2~4층)

●● 벤처관 : 임대료 5,700원/㎡당(1~2층)

●● 성공관 : 임대료 6,300원/㎡당(1~2층)

●● 이차전지기술센터 : 임대료 6,000원/㎡당(2층)

●● 관리비(공통) : 실비부과(전기료, 상하수도료, 일반관리비 등)

●● 보증금(공통) : 90,000/㎡당 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대체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입주조건에 대하여 상담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31035 충남 천안시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http://www.ctp.or.kr

●● 문의처 : 지역산업육성실 기업육성·사업화팀 이정현 선임 ☎ 041-589-0638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충
남
테
크
노
파
크

입주기업 모집안내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충남

테크노파크



사업개요 
●● ●제조●현장의●경쟁력●제고를●위해●중소·중견기업을●대상으로●국내●현실에●적합하고●●

다양한●형태의●스마트공장●도입을●지원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현장자동화/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 

최적화(SCM/AP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

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

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

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부담금 편성
 - 정부의 위기대책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지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http://bms.smart-factory.kr)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수요-공급기업) → “온라인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 

(일반탭, 공급기업탭, 예산탭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스마트공장추진단   ☎ 02-6050-2777(일반문의) 

☎ 02-6050-2778(온라인접수) 

충
남
테
크
노
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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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생산현장디지털화)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한국폴리텍 아산캠퍼스, 호서대학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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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창업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선
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신청대상
●● 산업체●공동연구●및●산학공동●기술개발●참여기업

●●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과●공동명의●출원●시●

지원내용

●● 국내 권리화

 - 지식재산 출원 : 건별 120만원 이내
 - 지식재산 등록 : 건별 120만원 이내
 - 지식재산 중간사건 및 연차료 : 100% 지원

●● 국외 권리화

 - PCT출원 및 등록 : 건별 300만원 이내
 - 개별국 출원 및 등록 : 건별 300만원 이내
 - 중간사건비 : 총 비용의 60% 지원

지원조건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명의 출원 시

지원절차 ●● 관련교수가 교내 직무발명신고서 제출 ▶ 지재권 심의위원회 통한 지원여부 결정

신청방법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기획팀에 해당교수가 교내 직무발명신고서 제출

문●의●처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기획팀 ☎ 041-530-8220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업지원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및●업력●3년●이내의●창업●초기기업

 - 기술 집약형 업종(디스플레이정보, 전기전자 관련 분야 우대) 
 - 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의무)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업력 3년 이내의 기업

지원내용

●● 경영지원
 - 경영지도 및 경영컨설팅 , 각종 인증 획득
 - 기업가 정신 및 창업관련 교육

●● 기술지원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비, 상표 및 디자인등록비
 - 기술지도 및 장비활용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 마케팅 지원
 - 홈페이지, 웹카다로그, 포탈사이트 배너 및 키워드 검색 광고 등
 - 산업디자인, CI, 카다로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홍보용 판넬 제작지원

  ※ 총 소요금액 중 일부 지원  

지원절차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http://smp.sunmoon.ac.kr)다운로드]
●● 신청접수 : 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  입주절차 :   입주신청서 제출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입주승인 통보  

▶ 입주부담금 납부 ▶ 입주계약체결 ▶ 입주
●● 입주부담금 : 입주보증금 5만원/㎡, 창업보육료 5.5천원/㎡(연차별 차등인상), 청소료 300/㎡

문●의●처
●●  창업보육센터 

☎ 041-530-2838 / 대표메일 smp@sunmoon.ac.kr



신청대상
●● 선문대학교●가족기업

●● 충청권●지역중소기업

지원내용

●● Biz-Cafe 운영
 - 대학내 산학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지원
 - 기업지원 상담실 운영 및 기업지원 안내물 비치를 통한 정보 제공

●●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 전문가의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장기 프로그램 
 - 기술 지도, 경영자문, 애로사항 해결

●● 비즈닥터프로그램
 - 기업의 문제를 상시 지원 및 해결하는 단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 경영 컨설팅, 홍보, 마케팅, 디자인 자문 등

●● 기능(산업)별 및 학과(전공)별 산학협력협의체 운영
 - 산학협력 이슈 발굴을 통한 산학공생 활성화 강화 및 사회 수요기반 인재양성
 - 학부(과) 참여교수, 산업체(가족기업), 유관기관으로 구성 및 운영

●● 충남강소기업CEO아카데미
 - 충청권 중소기업CEO의 기업가 정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학기별 교육 운영을 통한 기업 원우회 ‘강공회’ 구성

●● 기업맞춤형 재직자 교육
 - 기업 수요에 의한 기업 방문 맞춤형 전문 교육을 통한 재직자 실무 역량 능력 강화
 -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절차
●●  가족기업 신청 ▶ 신청서 접수 ▶ 지원기업 선정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lincplus.sunmoon.ac.kr/) 참조)

신청방법 ●● 기업지원상담전화(Biz-call) 접수

문●의●처 ●●  기업지원상담전화(Biz-call) ☎ 1688-1292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기술이전 보상금 지급 제도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선
문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기업지원

제도안내 ●● 선문대학교●산학협력단●기술이전●실시●보상금●지급●제도

보상내용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5장 보상 제19조 2항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동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기술료의 10%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다만, 10%를 상회하는 경우는 심의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6.3.1.>

●●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기술 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 본교 보유기술 기술이전 성사 시 보상금 or 중개수수료 : 총 기술료의 10%

지급조건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본교 통장으로 기술료 입금 시

신청방법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기획팀 유선 문의 ☎ 041-53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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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국제화 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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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산
학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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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선문대학교●가족기업

●● 충청권●및●지역중소기업●

지원내용

●● 통번역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선문대학교 가족기업에 한하여 지원
 - 견적금액 80만원까지 100% 지원
 - 기업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3회 이내 지원

●● 글로벌마케팅 프로젝트 운영

 -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 현지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 및 국내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절차

●●  통번역지원 프로그램 이용절차  

신청서 접수 ▶ 통번역 요청자료 송부 ▶ 통번역 전문가 지원
●●  글로벌마케팅 프로젝트 참여   

참여 신청 ▶ 기업 선정 ▶ 글로벌마케팅 프로젝트 지원 ▶ 결과보고

신청방법
●● 각 프로그램 별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  선문대학교 LINC+사업단 글로컬기업지원센터 (☎ 041-530-8397)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lincplus.sunmoon.ac.kr) 참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대기업●등●대학교와●연계를●통해●기업의●애로기술●해소●및●기술지원을●희망하는●기업

지원내용
●● 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지원을 통한 산학연계 강화
●●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 및 인프라를 지역 소재 기업에 지원하여 신지식 창출 및 지역사회 공헌

지원절차

신청방법 ●● 수시접수 : 온라인접수(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

●●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지원팀 ☎ 041-530-8256   

E-mail : jay219@sunmoon.ac.kr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221번길 70, 본관 402호

기업의 애로사항

반영
기업-산학협력단

기술지도, 컨설팅,

애로기술 해결

사업수행 결과 및 

결과물 제출

과제계획서

작성
과제협약

산학공동연구

과제●수행
결과보고

산업체 공동연구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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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용장비지원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청대상 ●● 제품●개발●및●연구,●제품테스트●등●고가의●연구●장비를●활용하고자●하는●기업체●및●타●기관

지원내용

●●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용장비활용센터 외 연구소 및 센터에서 교

내의 교수들과 학생 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체 

(타기관)의 기술개발, 애로사항 및 제품화 연구활동지원

●● 주요장비

부서

순서

공용장비

활용센터

석면환경

·교육센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평가센터

충남디스

플레이

R&D

클러스터

사업단

자동화에너지

기술연구소

친환경다기능

나노재료연구소

1
투과식

전자현미경(TEM)

엑스선  

회절기

(X-RD)

전자선미소

분석기

(EPMA)

열전도도

측정기

공조시스템  

종합성능

실험 장치

만능재료시험기

2
핵자기공명

분광계300MHz

위상차/

편광현미경

비표면적

측정기

열영상 

분석기
멀티칼로리메터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3
전계식주사

전자현미경

(FE-SEM)

편광현미경 입도분석기
오실로

스코프
주사탐침현미경

4
엑스레이

회절장치(X-RD)
조크러셔 형광현미경

승화정제

장치
마모시험기

5
X-RAY비파괴

검사장치
원판 분쇄기

광영역

고온점도계
조도계

총유기탄소

측정기(TOC)

6
열전도도측정기 

(고온가능)

미세형상

측정기
주사현미경

레이져패터닝

가공장비

7
DSC-TGA  

열분석기 + MS

고온응력

접촉각

측정기

재료시험기

 - 3D프린터, 3차원측정기 등 특성화 장비 보유
 - 석면환경센터 환경부지정기관으로 석면분석가능

지원절차

●●  타 대학 및 기업체 이용절차 

분석상담 ▶ 장비예약(홈페이지, 전화) ▶ 접수 ▶ 시료분석·데이터확인 ▶ 사용료납부(세금계산서발행) 

✽ 홈페이지 주소 : uic.sunmoon.ac.kr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 

참여기업신청 및 바우처 구입 ▶ 장비 검색 및 신청 ▶ 보유기관 승인 및 장비사용  

▶ 주관기관결제요청 ▶ 참여기업 결제승인 

✽ 참여기업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온라인 신청 접수

문●의●처

부서명 연락처 E-mail

공용장비활용센터 (041)530-2877 eun6515@sunmoon.ac.kr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평가센터 (041)530-2889 jiy79024@sunmoon.ac.kr

충남디스플레이R&D클러스터사업단 (041)530-2774 iyh0810@sunmoon.ac.kr

석면환경·교육센터 (041)530-8251 anna2706@sunmoon.ac.kr

친환경다기능나노재료연구소 (041)530-2882 grl@sunmoon.ac.kr

자동화에너지기술연구소 (041)530-2305 ghcjm1210@sunmoon.ac.kr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 기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목적이 있는 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 신규창업 가능한 자

●● 신규창업자 :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으로 창업한지 3년 이내 중소기업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입주조건

●● 입주우대업종

 - BT, IT 관련 신기술 사업분야 및 기술집약형 업종분야

 - 기타 벤처기업형 신기술 창업분야

 - 예비창업자 (6개월 이내 창업 가능자, 법인기업 창업 우대)

●● 입주제외업종

 - 오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제외

입주기간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씩 연장

●● 총 입주기간은 3년 이내

 -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내부 심사 통해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장기보육 대상자 :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

입주절차

●● 서류접수(수시 접수)

●● 예비심사 : 전문매니저 서류평가 (예비심사)

●● 입주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 (본심사)

●● 입주승인 : 보육실 배정

●● 입주예치금 납부 : 임대료의 6개월분, 졸업/퇴거 시 환불

●●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지원내용

●●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지원(예산범위 내)

 - 분야 : 인증, 지식재산권, 카다로그, 홈페이지, 전시회, 홍보, 시제품 등

●● 총 소요비용의 80%이내 지원

 - 이백만원 한도, 지원한도 내 다수 진행 가능

 - 회비 성격의 경비, 보육기업 직접지원, 동일 건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 분기별 사업성과 자료 (매출액, 고용인원, 지식재산권획득 등) 제출

●● 창업보육센터 주관 행사 참석 (입주기업 간담회 및 교육 등)

●● 임대료 및 관리비 성실 납부 기업 우대

신청방법

●● 수시접수 : 온라인접수(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www.schbi.net) - 입주안내 - 입주상담 및  신청에서 입주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해당 첨부 서류 구비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처

●●  순천향BIT창업보육센터 

☎ 041-530-1581, 1621~2 

e-mail : bi@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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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순천향BIT창업보육센터 운영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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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프리미엄 온천수 코스메틱제품 글로벌 명품화 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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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사업자등록●및●영업신고를●필한●기업체(아산시●소재●기업●우대)

●● 아산시의●특화자원인●온천수등을●이용한●화장품●제조업체

●● 사업체는●중소기업●진흥법상의●중소기업인●업체●우대●●

●● 충남●내●화장품기업체

지원내용

R&D

참여기업 

지원

●● R&D참여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공사업화를 위한 전방위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 RIC화장품생산시설활용 시제품제작지원

 - 온천수 활용 시제품제작지원

 - pilot scale 처방 연구지원

 - 기술자문단 컨설팅을 통한 애로점 해소로 시제품생산

 - 해외시장 반응 확인을 위한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 화장품검사기관 활용 인증(식약처 제 8호)

 - 소재 및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 분석인증

 - 온천수 성분 분석, 온천수 표준화

 - 소재 및 개발제품 피부임상시험 (순천향병원 피부과참여)

 - 소재 및 개발제품 안전성 평가(독성시험, 미생물시험)

●● 수출목적 해외판로 확보를 위한 인증획득지원

 - CGMP, ISO22716, CFDA허가, CCC, CQC, OHSAS18001 등 

 - 내부심사자 자격 및 국제심사원 자격의 내부인력의 기업맞춤 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 사업 참여/수혜기업간 정례 네트워크

 - 최신 화장품시장동향 이슈 세미나

 - R&D수행 시 애로기술 해소의 창구

 - 업계간 정보교류

●● 웰니스스파 협업 스파산업 외연확대

●● 아산시 연계 스파화장품 오픈마켓 행사

지원절차

●● 사업공고 설명회(화장품 산업관련기업 대상공고 및 설명회) ▶ 사업참여 신청·접수(사업참여  

희망기업 신청 및 접수 / 기업 Needs 수용조사 ▶ 기업 예비진단(내부예비심사 : 적/부 판정)  

▶ 기업 선정평가(기업선정위원회 수혜기업 선정 ▶ 수혜기업 역량별 사업지원(수혜기업 Needs 

및 역량반영 기업 지원 ▶ 완료평가 만족도 조사(완료 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성과분석 피드

백(성과분석을 통한 차년조 운영방안 수립 ▶ 차년도 지원기업 선정(성장 가능성 우수한 기업  

우선 차년도 지원기업 선정)

신청방법
●●  신청공고 ▶ 신청서류접수 ▶ 평가위원 평가 ▶ 선정 ▶ 사업수행 ▶ 결과보고 ▶ 완료평가 

▶ 지원금지급 ▶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 반영 및 사후관리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지역혁신센터(RIC)  이지혜 담당자 ☎ 041-530-3026 
●● e-mail : schric@sch.ac.kr 



신청대상 ●● 의약·바이오·자동차·철도·군수·전기전자·융합기기●등에●관련된●부품●및●완성품●업체

지원내용

●● 시험 평가 분석 지원
 - 시험 평가·인증(환경 및 신뢰성 시험, 진동 시험)
 -  부품, 모듈, 시스템의 초기 고장검출 및 신뢰성·환경시험 평가·인증(온/습도, 결로, 진동, 복합진동, 염수분무, 방진, 내수, 열충격) 

●● KOLAS(국제공인인증시험기관) 인정 기관

 - 인정번호 : KT736             - 인정범위 : 3.014 환경 및 신뢰성
 - 인정규격 : KS, MIL(국방군사규격) 등 8개 규격

보유장비

지원절차

시료운반●및●취급의뢰시험●승인상담●및●계약검토시험의뢰

 - 시험 의뢰사항 검토
 - 고객 요구사항 확인 
 - 의뢰시험 적절성 확인

 - 시험 접수 통보 
 -  시험 일정 및 수수료 

통보

 - 시료 운반 및 취급 
 - 시료 보관 및 감시 
 - 시료 반환 및 폐기

 - 시험 접수 
 -  업무처리능력 및 장비

상태 확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schrac.re.kr) 신청 또는 아래의 문의처 유선 문의

문●의●처 ●● 순천향대신뢰성평가센터 전영주 연구원 ☎ 041-530-4900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공용장비지원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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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신뢰성 시험, 진동 시험

항온항습챔버
전기전자 및 자동차부품·모듈 등의 제품을 다양한 온도 및 습도변화에 대한 저·고온 동작 성능 

및 온도사이클 수행할 수 있는 내구성 시험장비

살수시험기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등의 제품에 대한 내수 및 내습 시험을 목적으로 제품의 내구성 또는 

내식성을 시험하는 장비

복합부식(염수)  

시험기

금속물질의 부식현상을 유발하는 기후조건을 재현하는 장비로 염수분무·건조·습윤·상온 사

이클로 반복 노출시켜 제품의 내식성을 확인하는 시험장비

실시간범용 

제어기

Simulink로 만든 제어 알고리즘을 실제 Actuator와 연동하여 제어 로직 모델을 실제의 물리적 

시스템인 차량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직접 제어하는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장비

먼지시험기
제품의 먼지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장비로써 제품 내부의 먼지를 유입시켜 제품에 대하여 

부품의 마모 및 오동작등 방진에 대한 제품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열충격시험기
전장부품 및 전자기기 등 다양한 제품에 가열과 냉각을 가해주면서 급격한 온도변화를 만들

어 주고, 그에 따른 열변형에 의해 제품의 손상여부 정도를 시험하는 장비. 

진동시험 및  
복합진동 시험기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제품에 임의의 진동을 인가하여 제품 및 부품의 내진동성능
을 평가할 수 있으며, 부품의 공진특성 및 진동 특성을 분석하는 장비. 복합진동시험기는 진동
과 온·습도 환경구현이 가능하여 복합적 스트레스를 제품에 인가할 수 있는 시험 장비

MISRA C 

정적분석도구

QAC/C++는 SW 정적분석도구로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SW 

검·인증 장비



신청대상 ●● 3D●Printer●및●3D●Scanner를●활용하여●시제품을●제작하고자●하는●중소기업

지원내용

●● 3D 프린팅 관련 지원(창의디자인센터)
 - 기업체 3D프린터 관련 지원(시제품 제작 지원(Mock-up), 3D설계, 3D스캔, 제품역설계)
 - 3D프린터 교육, 3D모델링 교육

지원조건 ●● 시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전 업종의 기업

지원절차 ●● 견적문의 ▶ 3D 모델링 확인 및 제작 ▶ 세금계산서 발행(대학) ▶ 제작비입금

신청방법
●●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에 시제품 제작비용 및 제작가능 여부를 유선 문의 후 제작  

요청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 창의디자인센터 ☎ 041-530-4740~1,4744 
●● e-mail : cdc@sch.ac.kr 

신청대상
●● ●제조업(화장품,식품,의약품),●지식서비스업의●창업기업(업력●7년이하)기업,●●

일반기업(업력●7년초과)을●대상

지원내용

●●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R&D목적으로 공동이용 시 장비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
●● 장비 이용료에 대해 70% 범위 내 3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방식으로 지원
●● 연중상시(예산 소진시)

지원조건

구분 바우처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 7년이하) 100% 70%이내(최대 3천만원) 30% 이상(현금)

일반기업(업력 7년초과) 100% 60%이내(최대 3천만원) 40% 이상(현금)

지원절차 ●● 분석시료 접수 ▶ 분석료 청구서 발행 ▶ 담당연구원 배정 ▶ 시료분석 ▶ 시험성적서 발행

신청방법
●●  사업신청   ▶ 검토 및 승인 ▶ 바우처 구매 ▶ 장비예약 ▶ 장비이용 승인 ▶ 장비이용  

 ▶ 이용완료 결제요청 ▶ 바우처 결제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지역혁신센터(RIC) 김은영 담당자 ☎ 041-530-4765 
●● e-mail : schric@sch.ac.kr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공용장비지원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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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

◦ 지역혁신센터(RIC)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신청대상 ●● 예비창업팀●또는●3년●이내(공고일●기준)●창업기업의●대표자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개발,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선정기업에 대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지원

지원조건

●●  (예비창업팀) 공고일 이전에 창업경험이 없는 자로 협약시작일 3개월 이내 창업등록 및 팀원

을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야함
●● (3년 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연원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부합한 자

지원절차 ●● 서면평가 ▶ 심층평가(면접, 발표 등)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방법
●●  매년 총 2회 (1차: 3월경, 2차: 7월경)

●● 창업넷(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자발굴육성센터 ☎ 041-530-4830, 4973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창업지원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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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측정사업

신청대상

●● 초,●중,●고등학교

●● 국공립●및●사립●유치원

●● 실내공기질관리법●적용●다중이용시설●및●100세대●이상●신축●공동주택

●● 사무실●내●실내공기질●관리

지원내용

●● 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12-24호)에 의한 실내공

기질 관리를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을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유지

 -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분석을 통해 쾌적한 시설을 유지 및 

관리

 -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입주 전에 실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

화합물, 폼알데히드, 라돈을 측정하여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사무실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실내오염물질 파악 및 개선

지원조건 ●●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시설

지원절차
●●  측정의뢰 접수 ▶ 실내공기질 측정 일정 확인 ▶ 실내공기질 측정 ▶ 시료 분석 ▶ 성적서 및 

계산서 발송

신청방법 ●● 순천향환경보건센터에 지원여부 문의 후 신청

문●의●처
●● 순천향환경보건센터 ☎ 041-530-1736
●● e-mail : qkrthdud0204@nate.com



신청대상 ●● 충청남도●및●세종●소재●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 제품고급화지원
●● 기술지도

●● 특허출원 및 인증지원
●●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성능평가) 지원

지원조건

●● 실버케어 관련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 개발 가능 업체
●● 지원 항목의 10% 업체 부담
●● 국책 지원사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지원절차

공 고 ▶
신청서 

접수
▶

통합공고

설명회
▶

면담/현장 

실태조사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협약

5.28(월)
5.28(월)~

6.15(금)

6.1(금)

15:00~17:00

6.18(월)~

6.22(금)
6.26(화) 6.29(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해 신청

문●의●처 ●● 순천향대 RIS 사업단   ☎ 041-530-4793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현장실습 지원 프로그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순
천
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신청대상
●● ●기업●▶●현장실습●제공의향서●제출

●● 순천향대학교●3,4학년●재학생

지원내용

●●  학생 현장실습 지원사업: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전공과 관련된 실습 교육 실시
●● 참여기업 신청 및 학생 매칭을 통한 학생 현장실습 운영
●●  장기 현장실습(1학기, 2학기) : 15주 운영, 단기 현장실습(하계학기, 동계학기) : 8주, 4주 운영

지원조건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업체

지원절차
●●  현장실습 모집공고 ▶ 현장실습 제공의향서 제출 ▶ 학생 기업지원 ▶ 매칭진행(이력서확인 

및 면접) ▶ 현장실습 진행

신청방법
●● 산학일체형교육지원센터로 현장실습 제공의향서 제출 또는
●● 아이디자인(https://id.sch.ac.kr/)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문●의●처
●● 순천향대학교 산학일체형교육지원센터 ☎ 041-530-4905, 4859
●● e-mail : linc4859@naver.com

◦ 실버케어 특화 생활의료기기 및 식품업체 기술력 향상 지원 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충남/세종)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풀뿌리기업육성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순
천
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신청대상 ●● 충청남도(천안,●아산)●소재●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지원
●● 제품고급화지원
●● 기술지도
●● 특허출원 및 인증지원

●● 품질관리 및 성분분석(성능평가) 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 
●● 마케팅 및 디자인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지원

지원조건

●● 호두를 이용한 코스메슈티컬 및 생활용품 개발 가능 업체
●● 호두과제 제조 업체
●● 지원 항목의 10% 업체 부담
●● 국책 지원사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지원절차

공 고 ▶
신청서 

접수
▶

통합공고

설명회
▶

면담/현장 

실태조사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협약

6.1(금)
6.1(금)~

6.15(금)

6.8(금)

15:00~17:00

6.18(월)~

6.22(금)
6.26(화) 6.29(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 양식에 의거 서류 작성 후 메일 또는 우편 접수(공고문 참조)

문●의●처 ●● 순천향대 RIS 사업단   ☎ 041-53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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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호두의 코스메슈티컬 및 생활용품 개발 육성사업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특허 및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순
천
향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신청대상
●● 대학●보유●특허●및●노하우에●대한●기술이전을●원하는●기업

●● 대학●기술지주회사●자회사●편입을●희망하는●기업●

지원내용

●● 요청 분야 특허와 노하우에 대한 소개 및 자료 송부
●● 기술이전 전반에 관한 행정 지원
●● 관심기술 보유 연구자와의 매칭을 통한

 - 시작품 제작 지원

 - 우수특허창출지원사업 등 연구-특허설계-기술이전 연계 정부사업 진행

●● 대학 보유기술의 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 지원
●●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교지 내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협력 지원 

지원절차

●● 기술이전 지원 :  관심 특허 및 기술이전 신청 ▶연구자-TLO-기업 미팅▶ 

 계약 체결 및 이전절차 진행▶성과활용

●● 시제품제작지원 :    사업공고 및 접수▶선정평가 및 협약▶시제품제작지원▶ 

결과보고▶성과활용(기술이전/사업화 연계)

●● 기술사업화 지원 :  자회사 설립 신청▶지주회사-기업 미팅▶ 

 사업계획서 제출▶사업타당성 검토▶승인 후 자회사 설립

신청방법 ●● 수시접수

문●의●처

분 야 전화번호 이메일

특허 및 기술이전 041-530-1623 jinsol0617@sch.ac.kr 

기술사업화 041-530-1441 syk091012@hanmail.net

연 번 단과대학 학 과 명 정 원

1

공과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54

2 컴퓨터공학과 53

3 정보통신공학과 51

4 전자공학과 48

5 전기공학과 68

6 전자정보공학과 49

7 나노화학공학과 44

8 에너지환경공학과 40

9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50

10 기계공학과 44

11 정보보호학과 50

※   2018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정원 (대학정보공시 참조) 

문 의 처 : 041-530-1553



신청대상 ●● 1년●이내의●신규●입직자

사업내용

●●  신입 직원(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재직근로자)가 NCS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공동훈련센터에서  보완적인 교육을 시킨 후, 정부 또는 

산업계가 평가하는 산업계 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내용

●● 지원총액(학습근로자 10명인 경우 약 1억원 지원)

 - 학습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임금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연 400만원~1,600만원)

 - 기업 HRD 담당자 수당(연 300만원)

 - 훈련비용(학습근로자 10명인 경우 약 48백만원)

●● 학습근로자 병역특례 혜택

신청방법 ●● 상시신청(전화문의)

문●의●처 ●● 산학협력처 듀얼공동훈련센터 ☎ 041-539-9441

한국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일학습병행제(신입 재직자 과정)

채용예정자(실업자) 교육훈련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한
국
폴
리
텍
대
학
아
산
캠
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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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본●대학에서●양성훈련을●실시한●후●채용을●희망하는●사업주

사업내용
●●  채용예정인 기업과 협약하여 교육수료 후 교육생이 채용예정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양성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지원자격
●● 채용예정자 교육수료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 대상 : 순수 실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식비 및 교재, 교육훈련비 무료

개설가능

과정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과정

※ “사업주위탁(재직자 향상) 훈련” 과정 참고

신청방법 ●● 상시신청(전화문의)

문●의●처 ●● 산학협력처 기업맞춤형훈련팀 ☎ 041-539-9444



신청대상 ●● 만45세이상●~●62세이하●실업자(학력●및●지역제한없음)

지원내용

●●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무료

●● 교재 및 실습복, 실습재료 제공

●● 매월  훈련수당 및 교통비지급(직업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수료생 취업알선

지원조건
●● 만45세이상 ~ 62세이하 실업자
●● 전직예정자, 영세사업자(연매출 1억5천이하인 자영업자)

지원절차 ●● 서류전형 ⇨면접 ⇨선발(정원 각20명)

신청방법
●● 정기모집(별도 공고)
●● 방문, fax, 이메일접수

문●의●처 ●● 산학협력처 희망플러스센터 ☎ 041-539-9404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사업주위탁(재직자 향상) 훈련

중장년재취업 훈련과정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한국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한
국
폴
리
텍
대
학
아
산
캠
퍼
스

신청대상
●● ●중소기업,●대기업●등●고용보험에●가입된●재직자를●대상으로●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하

여●교육을●희망하는●기업

사업내용

●●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NCS기반의 고급과정 및 장기과정, 혹은 기업맞춤형  

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여건이 취약한 기업의 재직근로자들에게 향상훈련을 실시로 근로자  

직무능력 개발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자격
●● 4대보험을 납부하는 재직자 15명이상
●● 15명 미만인 경우 별도의 기업부담금이 있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수료 인원에 따른 훈련비 환급

구분
훈련과정

인정요건
훈련비 환급 식비 숙식비

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
80% X 수료인원

1일 식비

3,300원

1일 숙식비

11,040원비 대상기업

(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

대규모기업(1000인미만) 

60% X 수료인원

대규모기업(1000인이상)

40% X 수료인원

개설가능

과정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과정

예)   핵심역량인재양성과정, 기계설계, 기계조립,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분야, 자동화시스템/ 

반도체장비 설계 및 유지보수, 자동화구축, 공조냉동, 보일러, 빌딩관리, 에너지설비, 플랜트, 

가전기기, 반도체디스플레이 모듈제조, 마이크로프로세서 개발, 네트워크, 서버보안, 정보

통신망 및 RFID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브랜드디자인, 패키지디자인, 광고편집디자인, 

캐릭터팬시산업, 방송광고제작, 비디오 저널리스트, 기업홍보, 촬영, 사운드엔지니어

신청방법 ●● 상시신청(전화문의)

문●의●처 ●● 산학협력처 기업맞춤형훈련팀 ☎ 041-539-944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한국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경력단절여성재취업 훈련과정

Company Support program
A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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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참여하고●싶은●기업

●● 신청조건●

 - 분야 : 기계, 전기·전자분야 기업, 신용등급 B등급 이상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인기업은 지역인자위 추천 시 가능)

사업내용

●●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프로그램
●● 특성화고 재학생이 학교와 기업에서 교육 및 실무능력 향상
●●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채용 후 별도의 훈련 없이 바로 현장에 배치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 

지원내용

●● 기업 현장훈련 비용지원

●● 학생 훈련지원금 지원(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기업당 연 400~1600만원 차등 지원)

●● HRD담당자 행정수당 지원 (기업당 연 3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상시신청(전화문의)

문 의 처 ●● 산학협력처 도제지원센터 ☎ 041-539-9341

신청대상 ●● 경력단절여성,●구직희망●미취업여성(연령제한없음)

지원내용

●●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무료

●●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 매월  훈련수당 및 교통비지급(직업훈련 참여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수료생 취업알선

지원조건
●● 경력단절여성, 구직희망 미취업여성(연령제한없음)
●● 여성영세사업자(연매출8천만원미만 자영업자)

지원절차 ●● 서류전형 ⇨면접 ⇨선발(정원 각20명)

신청방법
●● 정기모집(별도 공고)
●● 방문, fax, 이메일접수

문●의●처 ●● 산학협력처 희망플러스센터 ☎ 041-539-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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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요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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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호
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신청대상
●● 호서대학교●가족기업

●● 천안·아산●소재●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제도운영 : 호서가족기업 제도, 기업협력 콜센터 운영(1588-5012)

●● 장비지원 : 공용장비 활용, 시제품/공정서비스 등

●● 경영지원 : 법률/규제, 세무/회계, 인사/노무, 시설/인허가

●● 인력양성 : 재직자 교육, 현장실습 지원

●● 취업지원 : 졸업(예정)자 취업연계

●● 연구개발 : 기술지도, R&D, 기술이전

지원조건
●● 호서대학교 가족기업 전체 참여 가능
●● 비 가족기업은 협약체결 후 가능

지원절차
●●  기업협력콜센터(1588-5012), 산학코디네이터 상담 접수 ▶ 방문 ▶ 전담산학코디네이터 배치

▶ 가족기업 협약체결 ▶ 현안 문제 해결 ▶ 사후관리

신청방법
●● 기업협력콜센터(1588-5012) 접수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업협력센터 상시 접수

문●의●처

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호서대학교기업협력센터

(FAX: 041-540-9765)

정종주 041-540-9762 jfk@hoseo.edu

김준홍 041-540-9763 dbrc1@hoseo.edu

정재호 041-540-9764 cjh1110@hoseo.edu

신청대상
●● ●신청대상●:●자동차,●선박,●전기전자●등●제조업의●창업기업(업력●7년●이하),●●

일반기업(업력●7년●초과)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시제품 제작(Rapid prototype/3D Printer) 연구개발(R&D)
●● 지원내용 : 장비이용료의 70% 범위 내 온라인 바우처 방식 지원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70%(최대 3~7천만원) 30%(현금)

일반기업(업력 7년 초과) 60%(최대 3~7천만원) 40%(현금)

지원절차 ●● 사업신청▶견적문의▶검토 및 승인▶바우처구매▶장비예약신청▶제작및배송▶바우처 결재

문●의●처

분 야 연락처 이메일

시제품제작 041-540-9788 nan2730@hoseo.edu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041-540-9794 cjh13@hoseo.edu 

http://www.smtech.go.kr

기업협력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