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공, 안양시가 함께 합니다.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Section 01 일반현황
01.
02.
03.
04.
05.

안양시 일반현황
용도지역별 현황
소상공인 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지역 여건

사업화 지원
06
07
07
08
09

Section 02 기업환경
벤처기업 및 공장등록업체 현황
12
안양벤처밸리
13
기업집적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14
안양산업진흥원
15
벤처기업집적시설
21
창업보육센터
25
지식산업센터(구 APT형공장)현황
2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벤처 창업지원센터
28
(안양)
09. 우수기업 선정
29
01.
02.
03.
04.
05.
06.
07.
08

Section 03

안양시 기업지원사업

자금 지원
01.
02.
03.
04.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중소기업 특례보증
청년창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정보 포털
e-Biz Letter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중소기업 CEO 세미나 개최(격년)
산학관 및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

Blue100 기술개발
지역특화 R&D
정부 R&D과제 기획
스마트공장 구축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구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 공간운영(청년오피스)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
액셀러레이팅
시작품 제작
맞춤형 성장사다리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안양청년창업펀드 운영

38

01.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02. 경기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03.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62
63
64
65
66
67
68
69

인력양성 지원
70

지재권.인증 지원
71
72
73

ICT융합 지원
39
40
41
41
42
43
44
45

01.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74

02. 5G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75

일자리 지원
01.
02.
03.
04.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운영
좋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76
77
78
79

사회적경제 지원

기술개발 지원
01.
02.
03.
04.
05.
06.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창업 지원
01.
02.
03.
04.
05.
06.
07.
08.

01. 디지털 뉴딜 전문인력 양성

경영 지원
01.
02.
03.
04.
05.
06.
07.
08.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안양시 해외공동관 파견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활용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수출보험

32
35
36
37

여성기업 지원
01. 여성기업 지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46
47
48
49
50
51

01.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
02.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80
81

소상공인 지원
01. 소상공인 특례보증
02.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03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82
83
84

CONTENTS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기업의 성공, 안양시가 함께 합니다.

01
Section

일반현황

01. 안양시 일반현황

06

02. 용도지역별 현황

07

03. 소상공인 현황

07

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08

05. 지역 여건

09

6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1. 안양시 일반현황
면

적 : 58.48㎢

인

구 : 224,620세대 / 547,178명

행정기구 : 2구 31동 573통 3,215반(만안구 14동, 동안구 17동)
재정규모 : 1조 5640억원
기 업 수 : 1,647개 업체/29,569명
교육기관 : 92개교
○ 초등학교 41개교 ○ 중학교 24개교 ○ 고등학교 21개교
○ 대학 5개교

○ 특수학교 1개교

주 택 수 : 214,763호 (공동 166,981호, 단독 42,435호, 비거주용주택 5,347호)
※ 주택보급률 95.6%

02. 용도지역별 현황
■총

괄

(단위 : ㎢)

구 분

계

주거지역

면적

58.48

15.15

비율(%)

100

25.91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21

3.23

37.89

3.78

5.52

64.79

※ 개발제한구역 : 29.98㎢ (51.3%)

■ 공업지역

(단위 : ㎢)

계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3.23

100

2.36

73.1

0.87

26.9

03. 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소,명,%)

구 분
안양시

전체 사업체수

소상공인

사업체수

종사자수

소상공인수

비중(%)

종사자수

45,375

261,491

41,105

90.6%

105,858

※ 중소벤처기업부(최근 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를 재편·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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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업 태

명 칭

계

17개소

전통시장
(인정시장)
(6)

전통시장
(등록시장)
(8)

상점가
(3)

소재지

개설일

점포수

중앙인정시장

만안구 냉천로185번길 8 일원

06. 04. 14.

709

남부시장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51 일원

05. 11. 14.

161

박달시장

만안구 양화로 132-3 일원

05. 10. 14.

123

동안구 흥안대로133번길 59-2 일원 08. 05. 13.

104

호계종합시장
관양시장

동안구 관평로336번길 31 일원

06. 03. 18.

137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만안구 안양로 지하 301 일원

06. 10. 27.

250

중부농수산물

만안구 안양로248번길 23 일원

82. 01. 22.

27

관양종합시장

동안구 관평로313번길 63 일원

93. 01. 25.

20

중앙지하상가

만안구 관악대로 6-2, 지하상가

79. 11. 23.

166

중앙시장

만안구 냉천로 196 일원

61. 11. 06.

195

호계시장

동안구 흥안대로133번길 34 일원

80. 10. 30.

50

청원시장

만안구 안양로360번길 16 일원

76. 06. 14.

20

육동시장

만안구 수리산로47번길 38 일원

80. 08. 23.

34

석수시장

만안구 석천로171번길 20 일원

79. 09. 29.

55

안양1번가번영회

만안구 만안로 217 일원

07. 02. 28.

800

평촌역상가연합회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43 일원

07. 02. 28.

759

평촌1번가연합회

평촌대로223번길 48 일원

07. 02.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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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 여건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
안양권 6개시(안양, 군포, 의왕, 과천, 시흥, 광명의 중심지)

경부축상의 안양,
과천, 성남 등의
거점R&D시설,

수도권 사통팔달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첨단산업육성에

서울 테헤란밸리와

교통 요충지

산업인프라 우수

필요한 기초산업 발달

양재 밸리를 연계한
삼각 R&D
클러스터 조성

3개 고속도로,
테헤란밸리~

경부선 철도 및 고속

가산디지털단지~

전철, 2개 전철노선 외,

과천지식정보타운~

월곶~판교,

성남 판교

인덕원~동탄 전철

테크노밸리

예정 및 GTX-C노선
인덕원역 추진

대학, 연구기관,

전통적인 공업도시로

지원시설 및 장비,

전기전자, 정보통신 및

통신망 완비

기술서비스 기업 발달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기업의 성공, 안양시가 함께 합니다.

02
Section

기업환경

01. 벤처기업 및 공장등록업체 현황

12

02. 안양벤처밸리

13

03. 기업집적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14

04. 안양산업진흥원

15

05. 벤처기업집적시설

21

06. 창업보육센터

25

07. 지식산업센터(구 APT형공장)현황

26

0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벤처 창업지원센터
(안양)
09. 우수기업 선정

28
29

12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1. 벤처기업 및 공장등록업체 현황
■ 벤처기업
- 인증 유형별

(단위 : 개소, %)

구분

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

업체수

803

56

비율(%)

100

7.0

예비벤처

혁신성장

기술평가대출 기술평가보증

129

2

194

34

388

16.1

0.2

24.2

4.2

48.3

■ 공장등록업체
- 규모별

(단 위: 개소, 명, %)

대 기 업
(300인이상)

중 기 업
(50～299인)

1,647

4

0.2%

94

5.7%

1,549

94.1%

29,569

1,726

5.8%

10,080

34.1%

17,763

60.1%

구분

계

업체수
종업원수

소 기 업
(50인미만)

- 업종별

(단 위: 개소, 명, %)

구분

계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

섬유·가죽

식음료

기타

업체수

1,647

963

310

112

100

40

122

종업원수

29,569

17,672

4,243

2,268

2,013

1,438

1,935

비율(%)

100

58.5%

18.8%

6.8%

6.1%

2.4%

7.4%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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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양벤처밸리

■ 면 적 : 3.29㎢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고시 제2018-33호, 2018.5월 기준

○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 촉진지구 면적기준 전국 6위

■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방세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
○내 용
- 취득세 37.5% 감면
- 재산세 37.5% 감면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기술보증기금 등)

■지정일
○ 최초지정 : 2000년 11월 3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09년 9월 17일 (중소기업청)
○ 추가지정 : 2018년 5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33호, 2018.5월) 안양시 추가 지정지역
○ 추가 지정지역 (총 0.034㎢)
- 관양스마트타운 (0.032㎢)
- 동영벤처스텔 3차 (0.001㎢)
- 동안구 전파로104번길 31(호계동) (0.001㎢)

Section02ㅣ기업환경

■ 명 칭 :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4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3. 기업집적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관양스마트타운 (기업집적단지)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일원

면

적 : 32,152㎡

(관양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입주기업 : 9개
유치업종 : IT,NT,BT 등의 기업체 본사 및R&D센터 등

석수스마트타운 (기업집적단지)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일직로 일원

면

적 : 53,629㎡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
입주기업 : 19개
유치업종 : IT, NT, BT 등의 기업체 본사 및 R&D센터 등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산업단지)

위

치 :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일원
(구 대한전선부지)

면

적 : 110,859㎡

입주기업 : 28개
유치업종 : 도시첨단산업(지식산업분야) 및 R&D센터 등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15

04. 안양산업진흥원(Anyang Business Agency)
안양산업진흥원은?
기술개발, 사업화 및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하고자 지난
2003년 5월 설립된 안양시 산하 출연 기관입니다.

기획경영부

■ 조직 및 주요사업
산업진흥부
이사장

원장

본부장
기업육성부

창업성장부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 및 품질인증 지원
마케팅 및 국내외 판로 확보
청년창업활성화 지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운영
입주시설 운영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ICT 및 지역 SW산업 육성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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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입주시설
경기산업안양센터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안양창업지원센터
(평촌스마트스퀘어 內)

동안벤처센터
(관양두산벤처다임 內)

☞ 입주문의 : 기획경영부 센터운영팀 ☎ 031-8045-6730~2

■ 창업지원시설
만안 청년오피스
(롯데시네마1번가쇼핑몰 16층)

동안 청년오피스
(안양청년창업지원센터 3층)

☞ 입주문의 : 창업성장부 ☎ 031-8045-6771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안양청년창업지원센터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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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안양산업진흥원 주요사업
사업명
청년창업 공간운영
(청년오피스)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지원

창업
성장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지원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만안·동안청년오피스 연중 상시 운영
▶ 가상오피스 및 (예비)창업자 멤버십 운영
▶ 네트워킹, 멘토링 등 목적별 창업 공간 제공
청년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아이템 공모

▶ 창업 아이템 공모전, 투자 연계, 산업 트렌드 컨퍼런스,
스타트업 데모데이, 우수팀 포상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 진단 및 안정적인 성장궤도 진입

▶ 기초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문가 집중 성장 지원 및 직간접 투자기회 제공

▶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구체화, 체계적 전문가 지원
▶ 액셀러레이터 운영을 통한 밀착 코칭
▶ 최소기능제품 제작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액셀러레이팅 이후 기업 성장 지원

▶ 10개사 내외 선택 집중 지원
▶ 공간/사업화지원금

안양청년
창업펀드 운영

우수 청년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직접투자를 통해 “안양형 또는
베이비 유니콘”으로 집중 육성
▶ 신청조건 : 안양시 소재 또는 1년 이내 안양시로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초기기업
▶ 투자분야 : 헬스케어 및 파생분야,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공간 및 비즈니스창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 지원
▶ 입주기업 20개사 육성
▶ 사무공간, 회의실, 전문가 멘토링,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시작품 제작 지원

산업
진흥

내 용

Blue100
기술개발 지원

중장년(만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화 공간 지원과
사업화지원을 통한 중장년 생태계 조성
▶ 입주공간 20개사 운영(지정석 18, 자유석 2)
▶ 사무공간, 회의실, 전문가 멘토링, 교육, 사업화 자금 등 지원
창업기업 아이디어,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시작품 제작 지원

▶ H/W·S/W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 높은 관내 청년창업기업 집중 육성

▶ 경제적, 사회적, 혁신적 성과 등 실적기준과, 투자유치 등의 대상기업
선정 단기간 집중육성

▶ 기술개발비용 지원, 시장 명의 명패 및 인증서 수여
지역특화 R&D 지원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기술개발 지원

▶ 지역특화 R&D 사업화 지원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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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명
정부 R&D과제
기획지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구축

산업
진흥

내 용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정부 R&D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
▶ 진흥원의 관련 분야 전문가 POOL 제공
도시형 소공인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환경 및 지원 기반 조성

▶ 공용작업실, 공용장비실, 네트워킹실 등 공동기반시설 제공
▶ 소공인 역량강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전자부품 제조업경쟁력 제고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장지원
운영
▶ 소공인 특화교육, 시제품 제작/인증 획득/마케팅/협업 지원사업
기업 사기진작 및 산업트렌드 공유를 통한 경영성과 제고
중소기업 CEO 세미나 ▶ 관내 기업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경영전략 공유 세미나
▶ 기업상담실 운영 : 기업지원시책, 기업애로SOS상담, 특허·회계·세무·
개최(격년)
노무 컨설팅 등

산학관 및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

특성화고 및 대학과 기업간 협업을 통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맞춤형 인재 양성,
창·취업 등 연계로 청년 일자리 활성화 도모
▶ 산·학·연·관 연계 우수 융·복합 지원사업 공동 발굴
▶ 기업과 학생간 맞춤형 구인·구직 연계 강구
▶ 여성기업 네트워크 강화 활성화 세미나 운영

관내 제조기업의 공장 자동화 및 경영 전산화 구축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연계
(국비 5 : 시비 2.5 : 기업자부담 2.5)
디지털 뉴딜
전문인력 양성

ICT
융합

ICT유망기술 및 혁신성장 선도기술 전문가 육성

▶ 이노베이션스퀘어 프로젝트 운영

국내 스마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강
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입주공간 지원(임대료 전액 지원, 관리비 자부담)
(안양창업지원센터 內 4~6층)
▶ 5G디지털콘텐츠테스트랩, 회의실 등 공용시설 지원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의 개발 제품 품질을 향상 및 출시를 위한 콘텐츠
테스트 인프라와 개발 플랫폼 지원
▶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개발 인프라 지원
(안양창업지원센터 內 1층)
▶ 스마트폰, 태블릿PC, VR기기 등 테스트 환경 제공
5G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기업
육성

맞춤형
성장사다리 지원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유연 자금 지원

▶ 장비임차, 시제품 제작, 출원, 인증, 마케팅 등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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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내 용
기업수요에 기반한 마케팅 전 분야 원스톱 종합 지원
▶ 시장동향 분석, 마케팅 전략, 브랜드 육성 등 지원
▶ 홍보카탈로그 제작, BI·CI 제작 지원 등
국내·외 전문전시회 개별 맞춤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비, 시설장치비 등 지원

동남아 등 신흥 시장 선점 등 신규 해외 판로 확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신규 유망시장 발굴 및 수출 상담회 진행
▶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진출 지원
안양시
해외공동관 파견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활용 지원

기업
육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해외우수전시회 참가 및 참관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

▶ 스페인MWC, 두바이 GITEX 참가 및 참관
▶ 해외 소비자 트렌드파악을 통한 마케팅전략 수립
비대면 온라인 수출화상상담회를 통한 해외판로개척 지원

▶ 코로나19로 해외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활로 개척
▶ 해외바이어와 1:1비즈니스매칭
모바일 생방송 입점·판매지원을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

▶ 온라인 국내모바일시장 진입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확대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안양시 기획전 운영, 온라인 프로모션 지원
시민축제 기간 내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니즈 파악을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KOTRA 협업 중소기업 해외 수출활동 지원, 신규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지원

▶ KOTRA, OKTA,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
▶ 시장성 조사 및 전략적 진출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업,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해소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경기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 단기보험·신용보증 지원
▶ 단기수출보험(일반수출, 중소중견 Plus+, 단체)
▶ 수출 신용보증(선적 전, 선적 후)
SW제품, IT품질경영, 전기기기 안정성 등국내외 공인 인증 획득지원

▶ 국내(GS, KC, KCC, CC 등), 해외(CE, FCC, SRRC 등)
기업 보유 핵심 기술의 권리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 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출원비 지원
(출원 비용의 80% 지원)
저작권 창출·보호 등 저작권 종합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 상담 등을 통한 저작권 분쟁 대응능력 제고
▶ 저작물 사업화 지원
▶ 저작권아카데미 운영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www.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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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입주시설

경기산업안양센터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248번길 25,경기산업안양센터 2층
- 기획경영부

☎ 031-8045-6708

- 산업진흥부

☎ 031-8045-6711

-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경기산업안양센터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 ICT융합센터 ☎ 031-8045-6700

안양창업지원센터 / 동안청년오피스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
327번길 11-41,안양창업지원센터 2층
- 창업성장부

☎ 031-8045-6752

- 청년오피스

☎ 031-8045-6754

안양창업지원센터
/ 동안청년오피스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031-8045-6716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 031-8045-6750

만안청년오피스
(14001)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311,
프로젝트500타워 16층
- 청년오피스 ☎ 070-4550-4212 / 4214
만안청년오피스

☞ 상세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및 SNS를 참고하세요 : www.a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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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벤처기업집적시설

시설명

위 치

지정면적

입주실수

문 의

계

4개소

-

133개

-

경기산업
안양센터
(진흥원 본원)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11,553㎡

40개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32

안양
창업지원센터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10,923.81㎡

59개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31

안양관양동
두산벤처다임
(동안벤처센터)

동안구 학의로
250

5,745.96㎡

10개

안양산업진흥원
☎ 031-8045-6732

경기벤처
연성대학센터

만안구 안양로
111

24,145㎡

24개

경기벤처
연성대학센터
☎ 031-442-8300

Section02ㅣ기업환경

■ 시설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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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벤처기업집적시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동안벤처센터/ 안양창업지원센터)

■ 입주시설 및 조건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경기산업안양센터)
주

소 (1406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48번길 25

주 요 시 설 ·재단사무실, 입주실, 화상회의실, 공용장비실, 소공인지원센터,
교육실, 강당, 경기저작권지원센터
입 주 기 간 ·기본 2년 (최대 6년)
·기본 입주기간 종료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 후 1년 2회 연장
입주부담금 ·임대료 : 월 20,510원/3.3㎡
·예치금 : 250,000원/3.3㎡
·관리비 : 실비정산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동안벤처센터
주

소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관양두산벤처다임 ) 동안벤처센터

주 요 시 설 ·입주실, 회의실, 세미나실
입 주 기 간 ·기본 2년 (최대 6년)
·기본 입주기간 종료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 후 1년 2회 연장
입주부담금 ·임대료 : 월 15,400원/3.3㎡
·예치금 : 170,000원/㎡
·관리비 : 실비정산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안양창업지원센터
주

소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주 요 시 설 ·입주실, 디지털콘텐츠기업성장지원센터, 교육실, 회의실,
동안청년오피스,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
보안리빙랩, 5G디지털콘텐츠테스트랩
입 주 기 간 ·기본 2년 (최대 6년) ※ 센터내 소관부처별(NIPA) 상이
입주부담금 ·임대료 : 월 12,700원/3.3㎡
·예치금 : 250,000원/3.3㎡
·관리비 : 실비정산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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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벤처기업집적시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동안벤처센터/ 안양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 안양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이전 조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지식산업
관련 중소기업
▶ 지식산업 관련 기업
스마트(디지털)콘텐츠, SW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영상·영화산업,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관련 산업, 전기·전자, 기계 등

○ 선정제외기업
▶ 금융기관에서 대표자 또는 법인이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 발생 업체
▶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절차

모집공고

신청서류
접수

입주심사
(서류+발표심사)

결과안내
및
계약체결

Section02ㅣ기업환경

■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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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벤처기업집적시설
(안양산업진흥원 본원 / 동안벤처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 공용시설 대여

(단위 : 원)

사용료(지원대상별)
구분

시설명

관내업체

내역
1시간

안양
산업
진흥원
본원
강당
경기
산업
안양
센터

1시간

일(8시간)

이용대상 : 관양동 일대 소공인(업종코드 : C26~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이용료 무료

세미나실

4층, 56석,
영상
음향시설

14,550

116,490

17,350

138,950

강당

9층, 80석
영상
음향시설

33,610

269,010

41,930

335,570

컨퍼런스홀

9층, 46석
영상
음향시설

17,350

138,950

21,240

169,980

동안
벤처
센터

안양
창업
지원
센터

지하 2층,
60석 이상,
영상음향
시설

일(8시간)

관외업체

■ 문 의
▶ 본원 교육실/동안벤처센터/안양창업지원센터 : 안양산업진흥원 기획경영부 센터운영팀
☎ 031-8045-6731
▶ 본원 강당 :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 031-8045-6775

※ 공용시설 대여료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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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창업보육센터 (안양대학교, 연성대학교)

○위

치 : 만안구 안양로 311 롯데시네마안양일번가 15층

○ 보육실수 : 11실
○ 주요시설 : 보육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
○ 지원내용 : 산학연 연계사업 지원, 정부R&D 사업 지원, 투자유치 지원, 수출 지원 등
○ 입주대상 : 뷰티 & 헬스, ICT 분야 벤처기업의 2년 미만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문 의 :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31-689-3006

■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위

치 :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산학협력관(3호관) 창업보육센터(3~5층)

○ 보육실수 : 24실
○ 주요시설 : 보육실, 공동개발실, 회의실, 휴게실 등
○ 지원내용 :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비즈니스모델 전략수립 지원,
판로개척 지원, 특허지원, 정부R&D 사업 지원, 투자 연계 등
○ 입주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전자, 전기, 통신 분야 우대)
○ 문 의 : 연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31-441-1474

Section02ㅣ기업환경

■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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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안양시 지식산업센터(구 APT형 공장) 현황(총 43개소)
연번

공장명
계

공장소재지

연락처

43개소

면적(㎡) 연면적(㎡)

입주가능
업체수

340,852 2,093,869

7,675

층수

준공
연도

1 금정역 2차 SK V1 tower 동안구 호계동 555-2번지 02-6190-3850

10,720

72,916

413

B2/20 미준공

2 호계동 지식산업센터 동안구 호계동 1029-4번지

2,328

15,322

59

B2/9

3 인덕원역 더리브 디하우트 동안구 평촌동 82번지

5,402

36,231

210

B4/13 미준공

1,008

B2/28 2022

4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만안구 안양동 189번지

02-3218-6782

24,778 216,285

미준공

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 031-478-9685

7,686

54,715

258

B3/21 2021

6 안양2차 SK V1센터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031-5175-1000

6,933

51,131

297

B3/10 2021

7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평촌 동안구 관양동 911외 10필지 031-425-3335

6,538

44,274

193

B2/15 2021

8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7 031-5183-5450

6,612

45,625

223

B3/11 2021

동안구 흥안대로 445

031-422-6990

3,403

19,670

147

B3/11 2020

10 금정역 SK V1 center 동안구 엘에스로 142

031-477-9952

8,483

55,396

342

B2/10 2020

동안구 엘에스로 122

031-8033-0100

6,715

41,036

234

B2/10 2019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031-425-8111

1,654

8,098

63

B2/13 2019

13 평촌디지털엠파이어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031-8069-5000

7,899

51,145

288

B3/13 2018

14 아이에스비즈타워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031-8091-3119

8,582

57,608

302

B3/15 2018

15 두림야스카와㈜안양사옥

031-357-0350

2,832

16,950

20

B3/8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031-990-6500

8,717

63,764

332

B3/10 2018

9

K-비즈리움

11 안양데시앙플렉스
12

스마트베이2차

동안구 엘에스로 112

2018

16

안양 SK V1센터

17

평촌역 하이필드

동안구 벌말로 66

031-8084-9600 14,674

94,082

390

B2/17 2018

18

평촌스마트베이

동안구 벌말로 123

031-426-9682

7,629

46,561

186

B1/21 2014

19

평촌오비즈타워

동안구 벌말로 126

031-450-3110

15,047 124,171

330

B3/35 2014

20 LS엠트론㈜하이테크센터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39 031-8045-9429

8,368

42,238

8

B3/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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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명

공장소재지

연락처

면적(㎡) 연면적(㎡)

입주가능
업체수

340,852 2,093,869

7,675

층수

준공
연도

계

43개소

에이스평촌타워

동안구 시민대로 361

031-345-8114

8,539

47,855

110

B3/15 2012

22 디지털엠파이어 A동

동안구 시민대로 387

031-8086-7699

3,019

20,416

35

B3/13 2011

23 디지털엠파이어 B동

동안구 시민대로 383

031-8086-7699

3,983

25,052

52

B3/13 2011

24 금강펜테리움IT타워

동안구 학의로 282

031-463-1115

16,613 132,785

400

B3/22 2011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39 031-343-0114

5,764

29,506

80

B1/12 2010

26 인덕원성지스타위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031-345-6114

8,667

52,149

242

B2/15 2010

031-8040-9976 11,449 101,475

242

B3/21 2010

21

25

안양IT밸리

27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동안구 시민대로 401
28

신원비젼타워

29 관양두산벤처다임

동안구 전파로 88

031-478-8980

6,505

33,835

73

B1/8

동안구 학의로 250

031-596-6990

6,036

30,355

49

B1/11 2007

2007

30

두산벤처다임

동안구 흥안대로 415

031-478-3114

22,730 114,260

280

B1/12 2006

31

안양디오밸리

동안구 엘에스로 76

031-479-3003

25,525

65,560

181

B2/6

2005

32

동영벤처스텔 5차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2 031-468-1837

5,289

22,707

48

B1/8

2003

33

성일디지털타워

만안구 시민대로 34

031-466-4511

1,445

7,482

16

B2/6

2003

34

안양메가밸리

동안구 학의로 268

031-420-4330

17,694

92,376

166

B2/8

2003

35

명지e스페이스

만안구 덕천로 34

031-448-1152

3,067

13,175

25

B1/8

2003

36

한국프라자

동안구 엘에스로 91

031-429-4296

946

3,993

7

B1/5

2003

37

동영벤처스텔 3차

만안구 덕천로 45

031-468-3171

1,764

7,171

16

B1/8

2001

동안구 벌말로 140

031-424-4845

3,879

16,684

45

B1/8

1997

38 동일테크노타운 7차
39

동일테크노타운 C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40

031-423-2190

4,315

22,185

61

B2/7

1996

40

동일테크노타운

만안구 덕천로 33

031-445-3523

1,959

9,927

26

B2/7

1996

41

동일테크노타운 A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2 031-424-9604

1,175

6,539

12

B3/7

1995

42

동일테크노타운 B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39 031-422-9042

1,839

8,696

24

B2/8

1995

만안구 전파로 30

13,650

72,468

182

B3/8

1992

43

유천팩토피아

031-467-3000

※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위치 현황도 P1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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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안양)
■목

적 : 예비창업부터 창업, 성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주기 창업보육거점’

■위

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연성대학교 벤처센터 (11층 ~ 13층)

■기

간 : 상시운영

■대

상 :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Pre BI(18석), BI(16실), Post BI(17실) 입주지원
○ 회의실, 교육장, 카페테리아, 시제품제작소 등 편의시설 운영

■ 지원내용
○ 무료 또는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 마케팅, 기술상용화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
○ 경영·기술 정보제공, 상시 애로상담 등
○ 시제품제작소 운영(3D프린터, 3D스캐너, 레이저커터)-사용료 무료(재료비 실비)

■ 입주대상
○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업종의 창업기업 or 예비창업자
- Pre BI(1인 좌석) : 예비창업자 ～ 1년 미만 1인 창업기업 (무료)
- BI(2～6인 입주실) : 1년 이상 ～ 3년 미만 창업초기기업 (인별 만원 ex) 6인실 월6만원
- Post BI(중형입주실) : 3년 이상 ～ 7년 미만 중소기업 (주변시세 70% 수준)

■ 추진일정
○ 입주자 선정 : 정기(1월,7월) 및 수시 입주자 모집 공고, 심사 후 선정
○ 모집공고 : www.egbiz.or.kr (분류별지원사업 : 창업) / www.gsp.or.kr

■문

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성장팀 안양벤처센터 ☎ 031-830-8661/8662
- 시제품제작소 이용문의 ☎ 031-830-8665
-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연성대학교 벤처센터 11층 운영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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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우수기업 선정

○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 선정업체 : 10개 기업 내외
■ 선정업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 지원 및 혜택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지원 : 0.5% 추가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 유예 (3년간, 단, 종업원 수 50인 이하 기업에만 해당)
○ 시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시 우대 (5점 가점부여)
○ 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 : 6월 ~ 7월
○ 심사 및 선정 : 8월 ~ 9월
○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 10월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하므로, 문의 또는 공고문 참조바랍니다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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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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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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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02. 중소기업 특례보증
03. 청년창업 특례보증
04.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32
35
36
37

여성기업 지원

01. 여성기업 지원

38

경영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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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중소기업 CEO 세미나 개최(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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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인증 지원

01.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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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개 요
○ 융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5개 업종
○ 융자한도 : 운전·기술개발자금(6억원),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운전·기술개발자금 + 일반시설자금 : 업체당 8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운전·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 이자차액보전율 : 1% ~ 2.5% (자금별)

구분
운전·기술개발자금

자금성격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자차액 보전율
1.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안양시우수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우대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

일반
이차보전율
+ 0.5%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수출규제 피해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시책자금
시설자금

신규직원고용, 관내업체 간 물품, 용역, 공사거래
토지, 건물 매입 등

1.5%
1%

※ 우대기업 제외종목 :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외 업종, 은행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자금지원액 초과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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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별 세부내용
○ 운전·기술개발자금
▶ 일반운전자금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한도(기간) : 6억원(3년)
• 지원대상 :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

▶ 여성기업 운전자금

▶ 가족친화경영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6억원(3년)
• 지원대상
- 가족친화기업 인증 업체(여성가족부)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별 행위가 인정되는 업체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 창업운전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2억원(3년)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내, 안양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및 기술 인증 업체 등
※ 청년창업 특례보증 추천업체 : 5천만원 이내(이자차액보전금 2.5% 지원)

○ 시설자금

▶ 특별시설자금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한도(기간) : 30억원(5년)
• 지원대상
-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으로
- 관외(타시)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①)
- 관내 기업 중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확장하거나 관내에서 이전하는 기업(②)
⇒ ① 또는 ②에 해당 기업※의 부지(건물) 매입, 건물 건축(건축허가), 설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30억원까지 지원
※ 단, 부지나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모두 납입한 기업

▶ 일반시설자금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한도(기간) : 5억원(5년)
• 지원대상
- 관외(타시)에서 관내 이전 기업 및 관내 기업이 사무실 이전 또는 기계·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중도금을 납부 후 잔금 범위 내 지원(계약서, 중도금 납부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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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책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규정 적용
*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업
※기존 지원자금(운전, 시설자금)과 별도 운영

▶ 신규고용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안양시민 1인 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
※ 단, 당해연도 전입기업은 전입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업체별 지원액 : 5천만원/고용1인당(임시직을 정규직 전환 시 : 3천만원/1인당)
▶ 지역경제참여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한 기업
- 당해연도 관련법에 따라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설계를 5천만원 이상 발주한 기업
- 당해연도 관련법에 따라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 공사를 1억원 이상 발주계약한 기업
• 업체별 지원액
- 생산품 물품구매, 용역, 설계 : 계약 또는 지급액의 2배
- 각종 공사발주 계약 : 계약 또는 지급액
▶ 재난지원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연도 피해 발생한 기업(당해연도 관내 공장)
• 업체별 지원액 : 해당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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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까지
○ 접수 및 평가 : 관내 협약은행 (7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산업
○ 지원결정 : 안양시 (시 → 은행, 업체통보)
○ 신청서식 :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 시정소식 – 고시/공고(고시공고)

지원신청
접수 및 심사

지원결정
요청

지원결정
통보

대출실행
(금리확정)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284

02. 자금 지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개 요
○ 보증규모 : 58억원(보증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 경기도 방침 적용업체 : 건설, 유통 등 지원 사각지대 기업대상
* 담보력 부족으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심사

추천요청

추천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업체→ 경기신보)

(경기신보→ 시)

(시→ 경기신보)

(경기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기업 이자차액보전지원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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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금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개 요
○ 보증규모 : 17억원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안양시 관내 업체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종 (565개 업종)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간 : 3년 이내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심사

추천요청

추천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업체→ 경기신보)

(경기신보→ 시)

(시→ 경기신보)

(경기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추천서 관내 협약은행(7개) 제출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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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금 지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개 요
○ 보증가능규모 : 30억원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 콘텐츠기업
* 콘텐츠기업: 출판산업, 음악·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산업·방송산업, 게임산업, 광고산업,
○ 보증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
○ 보증심사 : 1억원 이하는 재무제표 심사생략, 1억원 초과 평가위원회 심의 후 심사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심사

보증서발급

대출실행

손실보증금
출연요청

손실보증금
출연

(경기신보)

(경기신보 →
신청기업)

(은행 →
신청기업)

(경기신보→시)

(시 → 경기신보)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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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기업 지원 여성기업
■ 지원내용
○ 여성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
○ 우수기업 선정 시 심사가점 5점 부여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활동 지원
▶ 심사 시 가점 3점 부여
○ 창조기업 토털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심사 시 가점 3점 부여
○ 여성기업제품 소액 수의 계약 금액 5천만원 이하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산업육성팀 ☎ 031-804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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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개요

적 :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신청기간
▶ 매년 7 ～ 8월 경 (시 홈페이지 새소식난 게재)
○ 추진일정
사업수요조사

현장실태조사

경기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수요파악 및
현지실태조사
(안양시)

현장실사
(경기도, 표본조사)

협의회 심의
(경기도)

예산조정
(경기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기준

재원
비율
지원
한도

지원
요건

기반시설
개선사업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개선사업

관내 소재
준공후 10년 이상
종업원 200명 미만의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관내 소재
종원업 50명 미만의
소(영세)기업 (제조업)

주차장
작업 공간(바닥, 천정,창호 등)
기숙사, 휴게실, 식당,
도로 포장,
(주차설비 포함),
개보수, LED조명설치
화장실 개보수
상·하수도,소교량,
화장실, 기계실 설비 등 (작업공간) 적재대, 작업대,
자체 소방시설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우수관 정비,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
(무선화재감지기,
CCTV 등
(화상회의실)
(화상회의실)
컨베이어 작업대)

시·군 차등
보조율 적용
개소 당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사업시급성 및
주변환경 등

※ 시비 35%, 도비 35%, 자부담 3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 하향
(도비45% : 시비35% : 자부담20%)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이내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개소 당 도비
10백만원 이내

최근 3년 매출액
사업자 등록 후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
300억원 이하,
1년 이상 영업중,
총사업비 20백만원 이상
총사업비 10백만원 이상
총 사업비 5백만원 이상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기업SOS팀 ☎ 031-804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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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 지원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역

할 :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지원, 협의회의 각종 사업추진 및 관리,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 발굴 및 협의회 위임사항 처리

사업개요
○위

치 : 안양노동복지회관 3층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

○대

상 : 사용자 및 노동자 누구나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노동 현안의제 실천
▶ 노사민정 사회적 책임실천 협약 및 추진관리
▶ 고용노동 정책 토론 및 세미나
○ 노사상생 프로그램
▶ 분쟁갈등 조정(노사·노노 갈등예방 컨설팅 등)
▶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교육, 건강지원사업 등)
추진사업

▶ 운수업체 종사자 건강지원사업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워라밸 의식개선 홍보
▶ 노동자를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 기타 노사상생 연계사업 등
○ 노동자 권익보호
▶ 산업안전 컨설팅
▶ 노동인권보호 교육 및 상담
▶ 취약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환경개선사업 등

■ 문 의 : 안양시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 031-8045-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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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영 지원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정보 포털
○목

적 : 안양시(안양산업진흥원) 및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 메인홈페이지 : www.aba.or.kr
주요내용

▶ 안양시(안양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관리 등
▶ 중앙정부, 경기도, 유관기관 주요 사업 안내
▶ 장비 및 시설 대여(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획경영부 ☎ 031-8045-6705

04. 경영 지원 e-Biz Letter
○목
사업개요

신청방법

적 :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사업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E-mail 및 홈페이지 등으로 정기 제공

○기

간 : 2022. 1월 ~ 12월

○ 안양산업진흥원 페이스북, 카카오톡채널 등 SNS 친구추가·팔로잉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획경영부 ☎ 031-8045-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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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경영 지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목

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기업 유치를 통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지원규모 : 입주기업 20개사

○ 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 지원 멘토링, 맞춤형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지원내용

수행기회 제공
▶ 중소·중견기업 연계 : 데모데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기술교류·연계·협업 추진
○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상반기 입주모집 공고 (4월 ~ 5월)
○ 하반기 입주모집 공고 (11월 ~ 12월)
추진일정

○ 1인 창조기업 모집 및 입주 (진흥원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공고 게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2월~12월)
▶ 선택형 사업지원, 창업 맞춤형 교육, 전문가 자문 등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16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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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영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목

적 : 중장년(만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사무공간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 지원 멘토링, 맞춤형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연계 : 데모데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 기술교류·연계·협업 추진
○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하반기 입주모집 공고 (9월 ~ 10월)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진흥원 홈페이지 및 K-스타트업 공고 게시)
추진일정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2월~12월)
▶ 선택형 사업지원, 창업 맞춤형 교육, 전문가 자문 등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0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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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20개사(지정석 18개, 자유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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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경영 지원 중소기업 CEO 세미나 개최(격년)
○목

적 : 관내 중소·벤처 기업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채널 구축 최신기술 동향 및 경영 성공사례 공유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CEO

○ 지원규모 : 230명 내외

○ 기업인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최신 산업트렌드 공유를 통한 경영성과 제고
▶ 기업 특강(최신 산업트렌드 및 미래 산업 관련)
▶ 힐링콘텐츠 제공(힐링 강연, 명소 트레킹 등)
지원내용

▶ 기업 상담실 운영
(기업지원시책, 기업애로SOS상담, 특허·회계·세무·노무 컨설팅)
▶ 기업 교류회(교류협력 및 네트워킹)

○ 모집 및 홍보 (4~5월)
추진일정

○ 사업운영 (6월)
○ 사업성과 평가 (7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 031-8045-6712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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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경영 지원 산학관 및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
○목

적 : 여성기업 및 산학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과제 발굴과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여성기업 및 특성화고·대학 등 산학 협력 관계자

○ 산·학·관 협력 협의회 운영
▶ (공모사업) 정부 프로젝트 공모사업 발굴 및 산·학·관 연계응모
▶ (네트워크) 관내 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 12개 교육기관 협의회 운영
지원내용

○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
▶ (네트워크)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 및 네트워킹 지원
▶ (멘 토 링) 인사, 노무, 회계, 지원시책 등 전문가 자문 및 멘토링 지원

○ 상반기 산·학·관 협력 협의회 운영 (3월)
○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 운영 (3월)
추진일정

○ 하반기 산·학·관 협력 협의회(워크숍) 운영 (6월)
○ 여성기업 활성화 세미나(워크숍) 운영 (9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획경영부 ☎ 031-8045-6704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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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상하반기 총 2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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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개발 지원 Blue100 기술개발
○목

적 : 기술력과 잠재력을 보유한 성장 가능성 높은 관내
청년창업기업 집중육성

사업개요

○기

간 : 2022. 2월 ~ 12월

○대

상 : 관내 7년 이하의 유망 청년·초기창업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기술개발 비용 지원 : 기업당 25,000천원 내외
지원내용

○ Blue100 클럽 가입 (안양시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뜻하는 용어)
○ 시장 명의 인증서 및 명패 수여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 ~ 4월)
○ 비용 지원 및 명패, 인증서 수여 (4월 ~ 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 031-8045-6712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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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개발 지원 지역특화 R&D
○목

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내수 및 수출 시장
확대와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기업 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역특화 기반의 R&D 사업화 지원 | 최대 5천만원
지원내용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 (기업부담 50%)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월)
추진일정

○ 과제 진도 관리 (4월 ~ 11월)
○ 결과 평가 및 기술료 징수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 031-8045-6711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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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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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개발 지원 정부 R&D과제 기획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의 정부 R&D과제 유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작성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중장년) 여성기업·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사업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진흥원의 관련분야 R&D 전문가 POOL 제공
○ R&D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평가 대응 등)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월)
○ 사업기획 컨설팅 (3월 ~ 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 031-8045-6710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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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개발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목

적 : 4차 산업혁명 대비 관내 제조기업의 생산·경영활동 등
전 과정에 ICT 기술 적용,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본사, 공장 소재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지원
지원내용

▶(신규구축) 경영ㆍ제조 솔루션 및 연동 설비 최초 구축 지원
▶(고 도 화)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등
○ 총 사업비 중 25% (국비5 : 지원금2.5 : 기업부담금2.5),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4월)
추진일정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4월 ~ 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ICT융합센터 ☎ 031-8045-6771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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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이 완료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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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개발 지원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구축
소공인집적지구 : 동일 업종의 소공인 수 40인 이상인 지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을 유도하고,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기준 이상을 집적한 지역으로 지정.

○목

적 : 소공인집적지구 지정(관양동) 및 활성화로 지역산업
진흥 고도화 도모 등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양동 일대 소공인(업종코드 : C26~29)
- C26~2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 기타 장비 제조업 등

○ 지원공간 : 공용작업실, 공용장비실, 글로벌 회의실, 네트워킹실 등

○ 소공인지원센터 및 상담실 운영
지원내용

○ 공용장비 지원 : 9종 10점, 장비·기술 전문가 컨설팅 및 지원 등
○ 소공인 역량강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월)
○ 과제 진도 관리 (4월 ~ 11월)
○ 결과 평가 및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031-8045-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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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개발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목

적 : 소공인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위해 교육, 시제품, 마케팅 지원 등
집적지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센터별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기

간 : 2022. 2월 ~ 12월

○대

상 : 관양동 일대 소공인(업종코드 : C26, C28)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소공인 특화교육 : 마케팅 및 구독경제의 이해를 통한 소공인의
경쟁력 및 역량강화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 디자인 및 설계, 원자재 구입 비용 등
○ 인증획득 지원 : 국내 인증, 해외 인증 등
○ 마케팅지원 : 컨텐츠제작, 이미지개선, 전시회 등

○ 사업 추진계획 공고 (3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4월)
추진일정

○ 과제 진도 관리 (5월 ~ 11월)
○ 결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031-8045-6727, 6718, 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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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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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토탈마케팅
○목

적 :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효율적 마케팅 기반 구축 및 매출 증대 제고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제조 기반 기업

○ 지원규모 : 12개사 내외

○ 마케팅 전략 컨설팅(시장동향 분석 등)
○ 브랜드 육성(BI, CI,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지원)
지원내용

○ 기업 개별요청 마케팅 사업 및 기타 제품 홍보 관련 활동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 기업별 최대 25,000천원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2월 ~ 3월)
○ 지원기업 간담회 (4월)
○ 중간 실적 점검 (8월)
○ 최종 결과 보고 (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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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업화 지원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목

적 :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유망
전문 전시 상담회 개별 참가를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지원
▶ 업체당 최대 4백만원

○ 사업 공고 (1월)
○ 지원기업 선정 (2월)
추진일정

○ 사업수행 (2월 ~ 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1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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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목

적 :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통상 촉진단을 선발
및 파견하여 해외시장 선점과 수출 역량 확충 기회 제공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관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관심 지역에 대한 조사
○ 관심 지역 바이어 발굴을 통한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 실시
지원내용

○ 사후 마케팅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바이어의 관심 유도 및 계약 연계
○ 상담 주선, 통역, 차량·상담장 임차, 현지 마케팅 등 지원
○ 해외공동관 참가를 통한 신규바이어 발굴

○ 사업 추진계획 공고 (1월)
추진일정

○ 동남아시장개척단 (3월)
○ 대만시장개척단 (11월)
※ 코로나19 및 현지사정에 의해 지역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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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업화 지원 안양시 해외공동관 파견
○목

적 : 해외주요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해외 소비자 트렌드 조사를 통한 마케팅전략 수립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편도운송료, 통역료 등
○ 참가 및 참관단 구성을 통해 킬링컨텐츠 및 글로벌제품 개발 아이디어 획득
지원내용

○ 글로벌바이어 현장대면 및 의견청취 기회 제공
○ 로컬브랜드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위한 현지 마케팅 눈높이 설정
○ 해외공동관 참가를 통한 신규바이어 발굴

○ 사업 추진계획 공고 (1월)
○ 스페인 MWC (2월)
추진일정

○ 두바이 GITEX (10월)
※ 코로나19 및 현지사정에 의해 지역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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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화 지원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
○목

적 :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회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비대면을 통한 해외신규바이어 발굴 및 수출경쟁력 확보
○ 화상상담을 통한 1:1 비즈니스 상담 실시
지원내용

○ 사후 마케팅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바이어의 관심 유도 및 계약 연계
○ 온라인 상담장 및 통역, 바이어발굴 등

○ 사업 추진계획 공고 (5월)
추진일정

○ 15개사 선정 3개국 비즈니스매칭 주선(2일간 진행)
※ 코로나19 및 현지사정에 의해 지역 및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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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화 지원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활용
적 : 모바일커머스 방송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매출 증대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쇼호스트 및 인플루언서 섭외를 통한 모바일커머스 방송
지원내용

○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성장한 기업을 선별하여 티커머스 및 홈쇼핑 입점
○ 촬영 스튜디오 제공, 유튜버 섭외, 모바일 방송 송출 등

○ 사업계획 보고 (2월)
○ 모집공고 (2~3월)
추진일정

○ 사업추진 (3~11월)
○ 결과보고 (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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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업화 지원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목

적 : 관내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지원 지원을 통해 소비트렌드 변화 적극 대응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인터넷 판매용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지원
지원내용

○ 온라인 기획전 운영
○ 쿠폰할인 (가격할인) 지원
○ 블로그, 유튜브 등 외부 프로모션 지원

○ 사업 공고 및 접수 (2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선정 (2월)
○ 온라인 판매 지원 (3월~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1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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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
○목

적 : 안양 시민축제 기간 중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제품 홍보 및 판매)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전시부스 및 텐트, 시설장치, 야간경비, 중식, 홍보마케팅,
지원내용

현장 행정지원 등

○ 사업계획 보고 (7월)
○ 모집공고 (8월)
추진일정

○ 사업추진 (10월)
○ 결과보고 (10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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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목

적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 무역관을 활용하여 현지 지사 역할 수행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1개지역 최대 2,000천원, 10개사 내외

○ 시장조사, 수출거래처 발굴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지원내용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협업 지원

○ 사업계획 보고 (4월)
추진일정

○ 사업추진 (4~11월)
○ 결과보고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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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목

적 : 중소기업 수출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출 보험,
수출 신용 보증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안양시 내 본점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

Section03ㅣ안양시 기업지원 사업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000천원

○지원범위
▶ 단기수출보험
▶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지원
▶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별 100만원
○ 지원절차
수출기업
보험가입

수출보험
승 인

수출보험
지원사업 신청

무역보험공사
가입여부 조회

수출보험 지원

∙ 중소기업 →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험공사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안양시

∙ 안양시 →
무역보험공사

∙ 안양시 →
중소기업

○ 사업공고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일정 협의 (1월 ~ 2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3월 ~ 예산소진시)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2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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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 지원 청년창업 공간운영(청년오피스)

사업개요

○목

적 : 창업초기 청년기업 자생력 강화 및 관내 창업지원 생태계 완성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청년,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 및규모 : 사무인프라, 인터넷, 전기 등 무상 입주 지원
(개방형오피스)동안청년오피스 : 2~6인 규모 10개사(팀)
(독립형오피스)만안청년오피스 : 3~7인 규모 10개사(팀)

동안청년오피스

육성공간

개방형오피스

※6석(3), 5석(2), 4석(4)
만안청년오피스

독립형오피스

1인좌석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1석(20)
동안청년오피스

031-8045-6754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3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031-8045-6716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만안청년오피스
※2인실(2), 3인실:(5), 5인실(3)

070-4550-4210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1 프로젝트500
타워(롯데시네마일번가쇼핑몰) 16층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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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지원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
○목

적 : 청년창업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및 아이템 공모를 통해

○기

간 : 2022. 11월

○대

상 :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

○ 최신기술 및 트랜드를 반영한 전문가 특강
주요
프로그램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시상)
○ 스타트업 데모데이(시상)
○ 우수청년기업 제품 전시 및 체험존

○ 사업 홍보 (4~11월)
추진일정

○ 안양 청년창업 공모대전 개최 (10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2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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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청년기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연계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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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창업 지원 청년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목

적 : 예비)청년기업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사업화 전문가
집중 성장 지원 및 직간접 투자기회 제공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5년 이하 청년창업기업

○ 지원규모 : 20개사

○ 무료입주 : 20개사 청년창업기업 선발 및 입주 (2 ~ 7인실)
지원내용

○ 전문코칭 : 초기기업 사업화 전략 전문 액셀러레이터 선정/운영
○ 자금지원 : 사업화자금 직접 지원 및 전문 액셀러레이터 투자기회 제공

○ 사업 추진계획 공고 (1월)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1~2월)
○ 프로그램 운영 (3월 ~ 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2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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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 지원 청년창업 시작품 제작
○목

적 : 우수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시작품 제작 지원
우수 기업 육성을 위한 전초단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7년 이하의 유망 청년· 초기 창업기업

○ 기업당 10,000천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의 10%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기업

○ 사업계획 수립 (1월)
○ 사업 공고 및 모집 (2월~3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3월)
○ 사업 추진 및 중간점검 (4월~9월)
○ 최종점검 및 평가/정산 (10월~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부 ☎ 031-8045-6711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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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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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창업 지원 맞춤형 성장사다리
○목

적 : 청년기업 사업화 경쟁력 확보 및 본격적인 사업성장 진입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조기정착과 도약을 위한 단계별 성장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청년기업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업

○ 지원규모 : 8개사 내외 지원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지원금액의 10%이상 매칭비 및 부가세 기업

○ 사업계획 수립 (1월)
○ 사업 공고 및 모집 (2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심사 및 선정 (3월)
○ 사업 추진 및 중간점검 (4월~9월)
○ 최종점검 및 평가/정산 (10월~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1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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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창업 지원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컨설팅
○목

적 : 청년기업 사업화 경쟁력 확보 및 본격적인 사업성장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계획서 진단 및 고도화

사업개요

○기

간 : 2022. 2월 ~ 12월

○대

상 : 청년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관련 기초교육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사업아이템발굴, 창업기회 발견, 사업계획서 작성 등
○ 맞춤형 컨설팅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 자료 작성, 재무, 회계, 마케팅 등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추진일정

○ 지원기업 모집 및 선정 (1월~3월)
○ 사업 추진 (4월~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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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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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창업 지원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목

적 : 창업 기업의 시작부터, 액셀러레이팅 이후 고성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7년 이하 청년창업기업

○ 지원규모 : 9개사 내외

○ 공간지원 : 관내 입주 시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기업당 30,000천원 내외 기술 개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계획 공고 (2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3월)
추진일정

○ 사업화 지원 및 입주 지원 (3월 ~ 11월)
○ 사업성과 평가 (12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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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창업 지원 안양청년창업펀드 운영
○목

적 : 우수한 청년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직접투자를
통해 “안양형 또는 베이비유니콘” 으로 집중 육성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대표자가 만39세 이하 또는 만39세 이하 임직원 비율
사업개요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업력 3년 이내 또는 업력 7년 이내로 설립 후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초벤처기업
○ 투자분야
▶ 헬스케어 및 파생분야 기술,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보유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 웨어러블 및 제품에 수반되는 ICT 및 소재부품 분야
-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블록체인, 5G, 바이오, 헬스, 수소비즈니스 등

추진일정

○ 투자유치 상담 (상시)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창업성장부 ☎ 031-8045-6751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안양청년창업펀드 참조

Section03ㅣ안양시 기업지원 사업

▶ 안양시 소재 또는 1년이내 안양시로 이전 예정인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초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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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력양성 지원 디지털 뉴딜 전문인력 양성
○목

적 : ICT 유망기술 및 혁신 성장 선도기술 분야 등 기술 선도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고급인재 육성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관내 대학생, 일반인(취창업 희망자, 재직자)

○ AI, 블록체인, 3D프린팅, SW·ICT 분야 중 기업 수요에 따른 개발자 양성
지원내용

▶ 양성 인력은 관내 유망 기업과 매칭하여 기업과 인력이 상생하여,
구직·구인 문제 해결

○ 기업 수요 조사 (4월 ~ 5월)
추진일정

○ 교육과정 운영 (5월 ~ 8월)
○ 유망기업 매칭 (8월 ~ 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ICT융합센터 ☎ 031-8045-6771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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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지재권.인증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목

적 : 기업보유 핵심기술의 권리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 1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지식재산권 출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기업부담 20%)
지원내용

▶ 국내특허·실용신안 건당 최대 1백만원
▶ 해외특허 건당 최대 4백만원
▶ 디자인 및 상표 건당 최대 20만원

○ 상반기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4월)
추진일정

○ 하반기 사업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9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1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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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출원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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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재권.인증 지원 경기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목

적 : 기업의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해 우수 저작물의 창출·보호·활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기반 강소기업을 육성

사업개요

○기

간 : 2022. 3월 ~ 12월

○대

상 : 서울·경기 소재의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등

○ 저작권 상담 및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 저작권 분야 전문위원의 저작권
실무 및 법률 상담, 계약서 검토 등 진행
○ SW 관리체계 컨설팅 : SW 라이선스 관리체계 검토 및 효율적 관리 방향 컨설팅
지원내용

○ 저작권 교육 : 수요자 맞춤형 강의 개설 및 운영
○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 우수 저작물 보유 기업의 저작물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사업화 지원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경기 저작권 서비스센터 ☎ 031-8045-6757~8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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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재권.인증 지원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목

적 : 국내외 공인기관을 통한 각종 인증 획득 지원으로 기업 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 역량 강화

사업개요

○기

간 : 2022. 3월 ~ 11월

○대

상 : 관내 중소·벤처기업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제품시험비 등)
지원내용

○ 국내인증 최대 8백만원/건, 해외인증 최대 15백만원/건 (기업당 1건)
※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 (기업부담 20%)

○ 사업 공고 (3월)
추진일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4월)
○ 인증 획득 추진 (4월 ~ 11월)

■ 문 의 : 안양산업진흥원 기업육성부 ☎ 031-8045-6713
진흥원 홈페이지(www.ab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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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기업당 年 1건, 소요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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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ICT융합 지원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목

사업개요

적 : 국내 디지털콘텐츠 유망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간 : 2022. 1월 ~ 12월
○기
상 : 디지털콘텐츠 제작, 서비스, 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국내 유망 중소기업
○대
○ 운영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지원조건 : 입주 공간 지원·입주임대료 전액 지원
(단 관리비는 입주기업 전액 자부담)
○ 지원기간 : 기본 2년(최대 4년)
○위

치 : 안양창업지원센터 內 4~6층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 지원시설 : 5G디지털콘텐츠테스트랩, 공용지원시설(청년오피스 외), OA기기,
각종 회의실 등
○ 지원사업 :
지원내용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센터 입주기업별 맞춤형 사업화 전략, 매출·투자유치·IR 등 컨설팅 지원
- 센터 입주기업별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지원
- 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콘텐츠 품질 향상 지원
- 콘텐츠 개발 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개발 플랫폼 지원 외
- 5G 디지털 콘텐츠 테스트 랩 운영(콘텐츠 기기 테스트 환경 제공)
▶ 제작설비·테스트 시스템(서버·PC 등), 콘텐츠 플랫폼(MEC), 이용기기 등 시스템
취약점 점검·콘텐츠개발(소소코드) 보안컨설팅을 위한 융합보안리빙랩 운영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융합보안정책팀 문의
○ 모집공고 (2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및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dccenter.kr)

추진일정

○ 입주신청서 접수 및 입주기업 선정 (3월)
○ 센터입주 (4월~)
▶ 센터 공실 여부에 따라 하반기 추가 공고 예정

■ 문 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산업본부 디지털콘텐츠기반팀 ☎ 031-36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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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ICT융합 지원 5G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목

적 :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개발 제품 품질 향상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등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기

간 : 2022. 1월 ~ 12월 (상시지원)

○대

상 :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

○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실증 및 컨설팅 지원 : 5G, VR·AR, AI, IoT,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 테스트 지원 서비스 제공
▶ 콘텐츠 테스트 실증 지원 : 기능성/호환성/성능 테스트, 실환경 베타테스트
네트워크/스트리밍 테스트
▶컨설팅 지원 : 상용화 특화 컨설팅(현지화,지적재산권침해분석등), 개발
컨설팅(전문QA, 유사콘텐츠 비교 분석, UI/UX 패턴 분석 등)
○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실증 서버 환경 및 기술 지원 : 콘텐츠 유형과 테스트
지원내용

목적에 맞춰 개발과 테스트 솔루션을 활용한 환경 제공 및 개발&테스트
필요 전문 기술 지원 서비스
▶개발 환경 지원 : 서버 및 개발 환경 제공, 성능 부하 테스트 지원, 웹스토리지
및 CDN 서비스 적용 기술 지원, 사용자 분석 서비스 등 지원
▶개발 기술 지원 : 개발 인프라 관련 서비스 운영 및 구성 방법 기술 지원
○ 5G 디지털콘텐츠 테스트랩 운영 : 스마트폰, 태블릿PC, VR기기 및 체험존,
드론(360도카메라), 콘텐츠 제작 영상/음향 장비 등 디지털 기기 테스트
환경 제공(300여종 보유)

○ 디지털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ccenter.kr) 신청·접수
추진일정

*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실증 운영지원 신청은 별도 신청 공고 예정

■ 문 의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기반팀 「디지털콘텐츠 테스트 랩 운영사무국」
☎ 031-360-5946, E-mail : testlab@dccenter.kr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업지원센터 內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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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자리 지원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목

적 : 전문 직업상담사가 상담-교육-취업 알선과 취업 후 직장적응을

○기

간 : 상 시 09:00～18:00

○대

상 : 구인기업 또는 구직자

○위

치 : 안양시 일자리센터(시청 2층)

위한 상담관리, 구인·구직 매칭,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사업개요

○ 이용방법 :
▶ 구인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구인신청서 제출 (FAX 및 E-MAIL)
▶ 구 직 자 : 신분증 지참 후 방문상담

[구인매칭서비스]
○ 수요자 중심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구직 전략 제공
○ 구인기업에 맞춤형 인재 알선
▶ 다양한 직종의 인재풀을 활용한 채용지원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동행면접) 및 상설면접, 채용대행 등
(안양시 일자리센터 > 24시 채용관 > 상설면접, 채용박람회 게시 홍보)
지원내용

▶ 구인상담
○ 신청방법 : 방문, 유선전화 ☎ 031-8045-6911～6, 팩스 031-8045-5766
구인신청서 접수

구인신청서 접수
(사업자등록증첨부)
구인 상세 내용 상담

추진일정

채용면접 지원

맞춤인재 알선

▶

워크넷
구인
등록

▶

적합인재 검색
및 지원의사
확인 후 알선

▶

상설면접 지원
동행면접 지원

사후관리

▶

채용여부 확인
워크넷
마감처리
재알선

○ 수시 운영

■ 문 의 : 안양시 일자리센터
☎ 031-8045-6915～6 (기업상담 전용), 팩스 031-8045-5766, www.anyang.go.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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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자리 지원 취업박람회 운영
○목

적 : 관내 우수기업과 구직자 매칭으로 1:1 현장 면접,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개요

○ 운영횟수 : 연 6회

○ 사업내용
▶ 채용관 운영 : 구인·구직자 면접 및 취업 상담 등
▶ 부대행사 : AI/VR면접,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진단 등
지원내용

▶ 고용관련 유관기관 정책 홍보 등
○ 접 수 처 : 팩스(031-8045-5766), 메일 접수(ayjob@korea.kr)
○ 구비서류
▶ 구인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서
▶ 구 직 자 : 워크넷 구직표, 이력서·자기소개서

추진일정

○ 연중 일정수립 후 모집 및 공지

■ 문 의 : 안양시 일자리센터
☎ 031-8045-6915～6 (기업상담 전용), 팩스 031-8045-5766, www.anyang.go.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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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자리 지원 좋은 일자리 발굴단 운영
관내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일자리센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개요

정확한 채용정보와 기업정보를 파악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지원정보와 채용지원 정보 제공

○ 운영횟수 : 수시
○ 사업내용
▶ 히든 기업정보 발굴 : 관내 우수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지원내용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우수한 기업정보를 발굴 및 홍보 실시
▶ 히든 채용정보 발굴 : 좋은 일자리 채용정보를 확인하여 적합자
추천 중점 관리
▶ 일자리관련 기업지원정보 제공 및 채용대행 서비스 안내
○ 접 수 처 : 팩스 031-8045-5766, 메일 접수 ayjob@korea.kr

추진일정

○ 수시 운영

■ 문 의 : 안양시 일자리센터
☎ 031-8045-6915～6(기업상담 전용), 팩스 031-8045-5766, www.anyang.go.kr/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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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일자리 지원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목

적 : 미취업 청년과 지역기업을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2년 3월 ～ 2024년 2월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대

상

▶기 업 : 안양형뉴딜(청년·스마트·그린·휴먼뉴딜등)·미래新산업·디지털분야
○ 지원규모 : 23명
○ 지원방법 : 3자 협약 체결(시-기업-청년)

○ 협약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24개월간 지원금
월 1,600천원 지원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20%별도)
○ 청년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및 직무교육 지원
○ 장기근속(2년 이상)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

○ 참여기업 선정 및 청년 공개모집(1월~2월)
추진일정

○ 청년과 기업 매칭, 3자 협약(2월~3월)
○ 고용지속 여부 및 취업자 근태확인 지도, 점검(분기별)

■ 문 의 : 안양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 031-8045-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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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재정지원 등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 (최대 3년)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사업
▶ 기획, 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최대 3년)
▶ 예비(1명), 인증(2명), 1인당 월 200만원/250만원 한도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브랜드, 기술개발 등 R&D 비용, 판로개척 홍보비 등
▶ 인증(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5천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최초지원 개시일로부터 4년)
▶ 인증기업에 대하여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월 50명 한도
○ 마을기업 지원
▶ 지원금액 : 1차년도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추진일정

○ 상·하반기 공모사업 추진

■ 문 의 : 안양시 고용노동과 사회적경제팀 ☎ 031-8045-5120,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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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회적경제 지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목

적 :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내 자원연계 및 지속가능한

사업개요

○기

간 : 2022. 1. ～ 2022. 12.

○대

상 :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및 업체(단체)

○장

소 : 안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

연2회
예산소진시까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예산소진시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가치지표 교육

예산소진시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전문 컨설팅

수시

창업 인큐베이터 및 공유오피스 운영

1월～11월
추진일정
및
지원내용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추진

연중

협동조합 설립 교육·컨설팅
사회적경제 기본이해 및 역량강화 교육

예산소진시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컨설팅

예산소진시까지

사회적경제 청소년 학교현장 교육

수시

사회적기업 창업(설립) 상담 등

연중

사회적경제기업 홍보·판로 지원 등

연중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운영

연2회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수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SNS 운영
※사업추진 시 일정 변경가능

■ 문 의 : 안양시 고용노동과 사회적경제팀 ☎ 031-8045-2337, 5129, 5139

Section03ㅣ안양시 기업지원 사업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

82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1.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규모 : 15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업장(점포)이 안양시 관내 소재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제외업종 : 불법도박 및 사치향략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내선102
※ 안양1동 농협 1번가지점 건물 3층

■ 지원절차
보증신청
접수

보증심사
추천요청

▶
경기신보

추천

▶
(경기신보
→ 시)

보증서 발급

▶
(시→
경기신보)

대출 실행

▶
(경기신보
→ 신청자)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8045-5190

(은행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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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 연 2% / 5년간(햇살론 상품)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
○ 접수기관
▶ 새마을금고(9개소)
①서부(안양6동) 449-0463, ②협심(안양3동) 449-4093, ③제일(안양7동) 444-7771
④만안(박달1동) 444-0057, ⑤중부(안양4동) 449-5726, ⑥북부(석수2동) 472-0466
⑦동부(비산1동) 449-0236, ⑧남부(호계1동) 452-7542, ⑨동안(관양2동) 422-2700
▶ 새안양신협(2개소) ①본점(안양5동) 446-1101, ②비산동점(비산3동) 384-1155
▶ 미래신협(2개소) ①본점(안양2동) 468-4135, ②지점 (안양4동) 447-3855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 031-387-3525 내선102
※ 안양1동 농협 1번가지점 건물 3층
대출실행

■ 지원절차
▶
대출신청 접수

보증심사

▶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 새안양신협
- 미래신협

보증서발급

금융기관→신청인

▶
경기신용
보증재단

경기신보
→ 금융기관

▶

이자보전금청구
금융기관→안양시

■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804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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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공고일 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지원한도 : 업체당 3백만원 이내(공급가액의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안양시 소재「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매출액, 종사자수)
○ 지원내용 : 옥외간판 교체, 홍보물 제작, 상품배열 및 내부인테리어 개선,
POS경비 지원 등 점포환경개선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소상공인 사업자)

•신청서 및 첨부 서류제출

▶
1차평가

서면평가 및 통보
(한국생산성본부)

•서면평가(1차) 실시

▶
2차평가

심의위원회개최 및 지원결정
(한국생산성본부)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평가(2차) 및
최종 지원 결정
•평가결과 통보(개별 사업자)

▶
환경 개선 실시

•사업장 환경개선 실시
•환경 개선 후 소요비용 선납

지원금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증빙자료 포함)

▶

점포환경개선 실시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금 신청

▶
완료점검

완료 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점포환경개선사항 점검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검토 및 지급
(한국생산성본부)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미비사항 보완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추진 : 한국생산성본부 안양지원센터 ☎ 031-388-9962, 02-724-1103
■문

의 : 안양시 기업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804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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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

적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안양시민, 안양시 창업 희망자

○위

치 : 안양시청 별관 2층 안양상권활성화센터(시민대로 235)

○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상담
○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 안양상권활성화센터(운영시간 : 평일 9:00～17:00)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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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상담

추진일정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 사업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상권활성화센터 ☎ 031-8045-5146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경제>안양상권활성화센터>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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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개요

○목

적 : 컨설팅 희망자와 컨설턴트 간 1:1 맞춤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안양시민, 안양시 창업 희망자 (1순위 : 안양시민, 2순위 : 안양시 창업 희망자)

○위

치 : 안양시청 별관 2층 안양상권활성화센터(시민대로 235)

○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컨설팅 희망자 ↔ 컨설턴트 1:1 집중 지도)
일반경영(5개 분야)

지원내용

일반기술(3개 분야)

상권분석

현황, 입지, 특성, 인구분포 등

경영

사업 타당성 분석, 전략수립 등

유통·물류

유통·물류 관리, 판로개척 등

마케팅 전략

고객유입전략, 이벤트, 홍보 등

디자인

제품 및 포장디자인, BI·CI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

상품개발

업종(음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제조업)
관련 비법 또는 전문적 지도 등

행정

행정, 회계, 세무, 재무, 특허, 법률 등

점포경영·지도 고객서비스, 연출, 디스플레이 등

○ 소상공인 창업 입문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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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및 컨설턴트 모집

추진일정

[1차] 컨설팅 신청 모집·운영
[2차] 컨설팅 신청 모집·운영
[3차] 컨설팅 신청 모집·운영
사업 결과보고 등

※ 차수별 모집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2차 및 3차에 추가 모집

■ 문 의 : 안양상권활성화센터 ☎ 031-8045-5146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경제>안양상권활성화센터>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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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

적 : 준비된 창업 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 도모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안양시민, 안양시 창업 희망자(1순위 : 안양시민, 2순위 : 안양시 창업 희망자)

○위

치 : 안양시청 별관 2층 안양상권활성화센터(시민대로 235)

○ 상권 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연간 4회 교육)
- 창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지원내용

- (예시) 상인정신, CS교육, 커뮤니케이션, 조직관리, 상권분석, 고객관리,
광고, 홍보, 골목상권 활성화, 법률, 회계, 세무,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템 선정,
정책자금 소개 및 활용방법 안내, 자산관리, 화재안전관리, POP작성, 성공사례 등

○ 상권혁신 아카데미 등용문 운영(연간 4회 교육 운영)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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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및 강사모집

추진일정

[1회] 교육 신청 모집·운영
[2회] 교육 신청 모집·운영
[3회] 교육 신청 모집·운영
[4회] 교육 신청 모집·운영
사업 결과보고 등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상권활성화센터 ☎ 031-8045-5146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경제>안양상권활성화센터>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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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목

적 : 관내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의 일환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안양시 골목상권 14개소(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3년차 완료 상권)

○위

치 : 안양시청 별관 2층 안양상권활성화센터(시민대로 235)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골목형상점가 지정
- 음식점 밀집 지역 등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소상공인 밀집구역도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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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추진일정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 심의 및 현장답사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기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문 의 : 안양상권활성화센터 ☎ 031-8045-5143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경제>안양상권활성화센터>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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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소상공인 지원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목

적 : 안양시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상인회 자율적으로

○기

간 : 2022. 1월 ～ 12월

○대

상 : 안양시 상권 14개소(골목상권 및 골목형상점가)

○위

치 : 안양시청 별관 2층 안양상권활성화센터(시민대로 235)

○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마케팅(체험교실, 행사, 콘텐츠 제작, 홍보 등)
지원내용

- 상인교육(점포경영, 상품개발 등 점포 매출 향상 교육 등)
- 경영자문(상인회 관리, 조직개선, 판로개척, 점포관리 등)

○ 상권 바우처 사업 운영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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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신청 접수 및 보조금 심의

추진일정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사업 정산 및 결과 검토

■ 문 의 : 안양상권활성화센터 ☎ 031-8045-5143
안양상권활성화센터 게시판
- 홈페이지(https://www.anyang.go.kr)
-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소비자/경제>안양상권활성화센터>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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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통해 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상권 활성화 기여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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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타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목
사업개요
○기
○대

적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및
청년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간 : 2022. 1월～12월(연중)
상 : 구직희망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여성, 구인기업

○ 취업 상담 및 연계
▶ 구직희망 여성과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의 개인별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1:1상담과 개인별 직업선호도 및 역량을 파악하여 직업추천,
유망직업 정보제공, 취업처 알선, 취업연계에 이르기까지 전문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
▶ 경력단절여성등의 근로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훈련
연계 및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들이 미리 직장체험을 하여 직장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지원내용

있도록 돕고 구인업체는 채용하기 전 미리 구직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기회 제공
▶ 지원기준 : 인턴연계기업 320만원 / 인턴참여자 60만원
○ 직업교육훈련
▶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 멀티미디어콘텐츠디자이너 및 디지털마케팅전문가 육성과정, 프로페셔널,
e커머스MD육성과정,영상콘텐츠디자이너육성과정,세무회계실무자양성과정,
사회복지행정사무원양성과정, 멀티행정사무원양성과정
○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 경력단절여성 및 재직자, 기업대상으로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등 다양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

추진일정

○ 2022. 1월～12월(연중)

■ 문 의 :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 031-453-4360
※ 홈페이지(www.anyangcenter.or.kr)를 통한 상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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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타 가족친화인증제도
○목

적 : 가족친화제도 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사업개요

간 : 2022년 4월 ~ 6월 경(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대

상 : 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 등

○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 장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심 사 비 : * 대기업, 공공기관 – 100만원(부가세별도)
* 중소기업 – 무료(중소기업 확인서 발급가능한 기업에 한함)

인증신청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 신청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및 제도활용
실적 직접 입력

○기업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근로자의 사기 증가,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
근로자의 직무몰입 증가, 결근율과 이직률 감소, 생산성 증가
○근로자
기대효과

근로자의 삶의 질 증가,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증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증가,
근로자의 가족생활 만족 증가, 근로자의 경력개발,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사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저출산과 고령화 해소에 따른 국가경쟁력강화,
잠재노동력의 이용률, 취업률 증가

■ 문 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3,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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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타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이행정책
○목

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을 융자 및 무상 지원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개요

고용 촉진을 도모함
○대

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단,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지원

구 분
대규모
기업

설

우선지원

치

대상기업

비

설치형태
단독

시설전환비

기업

4억원

시설전환비
2~4개소
시설건립비
공 사업주단체 (시설매입비)
동 5개소
이상의
사업주단체

공동

교재교구비
(교재교구
교체비)

기업

대상기업

※ 영아전담·장애전담

소요비용의 90%
10억원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40%)

20억원
5천만원
(3천만원)
7천만원
(3천만원)

공동
우선지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
※ 영아전담·장애전담
소요비용의 90%

1인당
근로시간 비례 차등 지원
원장, 보육 월30~60만원
교사 등에 대한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이용
인건비
비율에 따라 공제 지급
월120만원)

대규모

비

지원기준 및 비율

소요비용의 80% ※

단독

대상기업

영

3억원
6억원

우선지원

운

지원한도

공동

대규모

지원내용
(직접지원)

지원금종류

운영비 지원

월200～
520만원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어린이집 대상
(보육아동 수 비례 차등지원)
(교육관련 재료비·
소모품비, 행사비등 지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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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지원내용
(직접지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개별소비세 면제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해당연도까지 면제
*취득세,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해당연도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어린이집 운영비용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소득의 각 과세
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필요경비 인정

비고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9조
제177조의2
「조세특례
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
제23호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서 보육수당 지급으로 설치의무를 대체
하는 것을 불인정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증신청

홈페이지 1년간 게시, 2개 일간지 게재)
○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미이행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연2회, 매회1억원 이내) 부과 가능(‘16년 1.1 시행)

■ 문 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4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 02-2670-0416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 031-8045-508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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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제목

주요 내용

① 의료기관의 취득세 재산세 ▶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감면 연장 및 확대
▶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10%p 추가감면
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
후 재임대 프로그램’ 관련
감면 신설
③ 초기중견기업의 기업
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④ 항공업·운송업 감면 연장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신설
▶ 기업부설연구소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초기중견기업*
구간 신설 및 감면율 상향(35% → 50%)
* 직전 3년 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등
▶ 항공기·여객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국제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⑤ 친환경 자동차 감면 연장

▶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⑥ 경차 감면 연장 및 확대

▶ 경형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감면한도 상향(50만원→75만원)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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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조항(조-항-호)

비고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집적
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23년말 종료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중과 제외

취득세 ·재산세
(중과 제외)등록
면허세(중과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23년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23년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22년말 종료

취득세(75%)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세:3년간면제,
§58의3①②
2년간:50%

‘23년말 종료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써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 등을 신축하거나 증측

취득세(50%)
재산세(50%)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 업무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사업용재산

취득세(37.5%)
재산세(37.5%)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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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조항(조-항-호)

비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
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분양, 임대하기 위한 취득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취득세(35%)
재산세(37.5%)

「지방세특례제한법」 ‘22년말 종료
§58의2①

지식산업센터를 증축, 신축한 자로
부터 최초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 취득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37.5%)

「지방세특례제한법」
‘22년말 종료
§58의2②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584

0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조항(조-항-호)

비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
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①

‘22년말 종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
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취득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②

‘22년말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59③

‘22년말 종료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세(50%)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분양·임대를
3년간 재산세(50%)
위해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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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세목 및 감면율(%) 관련조항(조-항-호)

비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22년말 종료
§60①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과사업협동조합이취득하는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75%)

「지방세특례제한법」
§60①
‘22년말 종료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세율
「지방세특례제한법」
‘22년말 종료
(1000분의 20 적용)
§60②

취득세(75%)
재산세(50%)

「지방세특례제한법」
‘23년말 종료
§60③1

취득세·재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23년말 종료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60③2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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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세무조사
■목 적
▶ 공평과세와 근거과세 실현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구현
▶ 세무조사를 통한 올바른 지방세 신고 납부 제도 정착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세무조사의 절차
세무조사 업무계획 수립

법인 명부 작성

서면조사

직접조사

납세자가 신고제출한 서류를

법인을 직접방문하여

기초로 관계서류 추가 제출요구

장부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납부의

납부의 적정여부 등 조사

적정 여부 등 조사

세무조사 결과(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자료 통보(시군)

■ 세무조사 희망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로 납세자의 업무 및 경제적 부담
(추징세액 발생 시 가산세 등)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
▶ 납세자가 납부세액을 신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세무조사 신청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제2항제4호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
▶ 세무조사의 시기 및 실시 여부는 과세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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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과세사례 Top7」
01 취득가격 누락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수수료 및 이자는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 하여야 한다.
▶ 부동산 취득시 매입한 국민채권매각차손,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간접 비용도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03 과점주주 취득세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제5항
▶ 과점주주 : 법인주식 50%초과 보유한 경우(친 · 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
▶ 기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지분만큼
다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한 경우 증가된 지분만 신고 · 납부한다.
04 본점 신축 취득 중과세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신축 취득과 신축 후 5년 이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실상
사용하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세율에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 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05 주민세(사업소분)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 과세대상인 330m²를 초과하는 사업소 연면적에는 전용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도
포함되며, 동일 건물내에서 층과 호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06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자에는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07 지방세 감면부동산 의무사용 위반 추징
▶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별 조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추징
규정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사업용부동산,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
▶ 각각의 추징사유 발생시 60일 이내 추징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문 의 : 안양시 세정과 ☎ 031-8045-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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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취득신고 누락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전동지게차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쇄석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 차량과 기계장비를 구조변경하였을 경우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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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 안양시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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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를 수집하여

개 요

적시 제공하는 정책정보 포털 사이트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사업담당자 등

이용대상

○ (정책정보 제공) 지원 분야별 최신 지원사업 공고, 정책뉴스 등을 웹사이트,
모바일 앱, E-mail 등 다양한 매체로 안내

주요기능

○ (부가서비스) 교육·세미나·전시회 정보 및 기업업무서식(근로계약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700여종) 제공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소
▶ 웹사이트 : www.bizinfo.go.kr

이용안내

▶ 모바일웹 : m.bizinfo.go.kr
▶ 모바일앱 :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기업마당’ 검색

■문

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 044-204-7477

■ 활용사례
금속 용접 제조업체 대표 A 씨는‘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해 핵심 뿌리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금, 인력 등의 문제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정부지원 기술개발 사업이 성공하면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도 각종 포털을 검색하는 등 관련 정보를 찾아 보았지만, 다양한 기관에 정책정보가
흩어져 있고 내용이 복잡하여 회사에 맞는 정책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기업마당’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기업마당을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책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뿌리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정보가 눈에 들어왔고, 2개월 간
동료들과 치밀히 준비한 결과 사업에 선정되어, 결국‘뿌리기술 전문기업’에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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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
▶ 기능 및 역할 : 규제발굴 · 개선(건의, 권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개

요

조사 · 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 의무 및 권한 :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 활동보고, 직무수행관련
관계기관 조사 및 의견청취, 처리결과 공표

○ 중소기업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는 옴부즈만지원단 소속 전문위원이
지원혜택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규제 및 애로에 대하여 기업의 입장
에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규제 · 애로를 처리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필요시 소관기관에 규제애로 개선권고

○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http://www.osmb.go.kr - 규제 · 애로 신고)를
통해 규제 · 애로 신고서 제출
▶ 이메일 bizhomin@korea.kr, 팩스 044-204-7179,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 접수 가능
※ 온라인바로가기 : http://www.osmb.go.kr

제출서류

○ 중소기업 규제· 애로 신고서(중소기업옴부즈만 홈페이지 신고서 양식)

■ 문 의 : 옴부즈만지원단 ☎ 044-204-7172(세종) / 02-2100-4900(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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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개요
○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일자리 순환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를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 임금의 일부,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 임금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금 내용별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
- (우선지원기업·중견기업) 임금 감소근로자 임금보전 지원

■ 지원요건
○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도입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4~6개월(주 근로시간 단축만)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야 함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구분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내

용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직전 3개월 대비 매 3개월 간 단축제 적용
부서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1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 부여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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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수준 및 한도
○ 고용 증가 근로자 인건비 지원
- (주 근로시간 단축) 증가된 근로자 수 1명당 60~80만원, 1~2년 지원
*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조기 단축 기업 60～100만원, 2～3년
- (그 외) 증가된 근로자 수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40만원 지원
*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원, 제조업인 우선지원·중견기업 2년간 지원
- (한도) 주 근로시간 단축은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당
1명, 그 외 지원 한도 없음
○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 (금액)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월
최소 10만원, 최대 40만원 지원
*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 1～2년 지원

■ 지원절차
○ 주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은 요건 심사방식
○ 그 외 사업은 승인 심사방식

■ 문 의 : 안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31-463-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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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증가근로자 1명 → 임금감소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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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개요
○ 만50세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지급한 임금 80% 한도)

■ 지원인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 지원절차
○「고용창출장려금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기업 → 고용센터)
-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 기업)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도 도입·운영 후 지원금 신청(기업)

■ 문 의 : 안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31-463-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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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개요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를
만드는 기업에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절차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유연근무제도의 유형 >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근로자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재택·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1개월 지급액
월 6~11 일 활용
월 12일 이상 활용
15만원

30만원
30만원

최대 지급액
360만원(1년간)
360만원(1년간)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기업 → 고용센터)
-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 기업)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도 도입·운영 후 지원금 신청(기업)

■ 문 의 : 안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31-463-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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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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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 개요
○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주

■ 지원요건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된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 포함), 파견,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근로조건)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
조건 보장, ④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금지
○ (근로조건 개선기간) 참여 신청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및
근로조건 개선을 이행해야 함(6개월 연장 가능, 총 12개월)
○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내용 및 한도
○ 정규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
노무비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작성·제출(기업 → 고용센터)
- 신청서 검토 및 승인 여부 통보(고용센터 → 기업)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도 도입·운영 후 지원금 신청(기업)

■ 문 의 : 안양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 031-463-0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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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 사업
■ 사업개요
○ 목 적 : 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애로해결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대 상 : 도내 중소 제조기업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참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도 기술(경영)지원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기타 과학기술관련
단체 등 104개 기관(단체)

■ 지원내용
단계
1단계

2단계

프로그램

내 용

지원금액
(만원)

현장애로

기업의 애로기술을 기술닥터가 연간 10회

300

기술지원

이내 현장방문 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이내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추가 지원하여 4개월 이내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기업부담
-

2,000
이내
총 사업비의

단계별
검증지원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20%

현장애로기술지원 해결방안(솔루션)이
반영된 결과물 또는 중기애로기술지원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500
이내

목업(3D프린팅) 등 지원

※ 중기애로 기술지원, 단계별 검증지원 기업부담금 5% 감면대상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근로자 5인 이하 기업(대표자 제외), 장애인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문 의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무국 ☎ 031-500-3333
※ 홈페이지 : www.tdocto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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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회원사의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정부 정책건의를 통한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회원만을 위한 직접적이고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18만 기업과 함께 상공회의소의 주인이 되십시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법률 제17007호)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법정 민간경제
단체로서 반년 매출액 25억 원 이상인 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회원이 아니더라도 상공회의소의 서비스를 원한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저렴한 회비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당연회원
반년 매출액 25억 원 이상인 경우 당연히 회원이 됩니다.
* 회비 : 매출액 기준
▶ 임의회원
반년 매출액 25억 원 미만인 경우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특별회원
안양·과천지역 내 상공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회원지원1팀, 2팀 ☎ 031-447-9172, 9177 F.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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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경영환경 개선 무료 경영 상담 서비스
회원사의 경영애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상담역을
위촉,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영표 세무사 (前 중부지방국세청 국장)

고 문

이메일 : bukangjb@hanmail.net
류효석 세무사 (前 동안양세무서장)
이메일 : hyosuk1957@naver.com

변호사

박흥규 (법무법인 나라)
이메일 : naralaw@naver.com
김상환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화해)
이메일 : ksang3355@naver.com

노무사

전근오 공인노무사
이메일 : root-five@hanmail.net
이재형 (노무법인 신한컨설팅)
이메일 : twincpla@naver.com
유금식 (세무법인 드림앤)
이메일 : you6050@hanmail.net
김동수 (대주회계법인)

상담
세무·회계사

이메일 : dongsoo.kim@kr.gt.com
손명국 (신원세무회계사무소)
이메일 : smk16873@hanmail.net
tax99345@naver.com
현종우 (현종우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이메일 : hyun-jwoo@hanmail.net
이혜계 (법무사 이혜계 사무소)
이메일 : lhk1705@hanmail.net

관세사

이창우 (와이디글로벌관세사무소)
이메일 : bright.lee@ydglogistics.com
이관호 (오렌지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이메일 : khlee@orangeip.co.kr
이재희 (연 특허사무소)
이메일 : jhlee@ipyeon.co.kr

행정사

김명식 (화민행정사합동사무소)
msbuja24@gmail.com

■ 문 의 : 기획팀 ☎ 031-447-9174~5 F.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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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경영환경 개선 P/L(제조물 책임) 센터 운영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로부터 회원사를 보호하고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비용절감을 도와드립니다.
제조물책임(PL)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 상공회의소 PL공제만의 특징 및 장점
• 저렴한 공제료(보험료)
단체할인율 적용으로 기존보험료 대비 20% 할인
•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제공
국내 손해보험사의 동일 약관 사용 및 제휴보험사를 통한 사고처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단체보험의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손해보험사와 협상
개별 보험계약보다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료 및 사고처리서비스 제공

■ 가입대상
• 가입업체 : 완성품/부품제조업자, 공급/판매업자, 수출/수입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등
• PL대상 제조물 : 모든 형태의 공업생산물, 농수축산 가공식품, 부동산은 제외
(단, 부동산을 구성하는 부속품은 대상)

■ 가입효과
• 경영안정성 제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따른 재정적 손해 → 수익의 불안정, D&O위험
비교적 고정적인 보험료비용으로 전환 → 수익구조의 안정성
• PLD(제조물책임 방어대책)의 아웃소싱 → 비용절감
보험사의 PLD조직 활용 : PL컨설팅, 법률자문, 사고처리, 소송방어 등
• 대고객 이미지 제고
불량제품은 보험가입 거절 → 보험가입 사실만으로도 제품의 안정성 인정
• 경영효율성 증대
제조물책임에 대한 부담 감소로 핵심 업무에 대한 집중력 증가

■ 문 의 : 회원지원2팀 ☎ 031-447-9172 F. 031-443-9260
PL공제 상담센터 ☎ 02-6050-38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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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경영환경 개선 모범상공인 포상 및 표창
상공업 발전에 공헌한 모범기업과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요내용
• 정부부처, 경기도, 안양시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표창 시, 관내 기업인을 추천하여
수상케 함으로써 유공자를 선양하고 상공업 도시로서의 정통성을 계승함.
• 기업에 종사하는 모범 임직원 및 산하단체 협의체의 모범회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고취함.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회원지원팀 ☎ 031-447-9172 Fax 031-443-9260

03.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경영환경 개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중소기업의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개산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신고
• 일자리 안정자금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산재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없음

■ 문 의 : 기획팀 ☎ 031-447-9175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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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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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네트워크 상공인 초정 조찬 간담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기업경영에 밑거름이 될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시 : 매월 3번째 화요일(1월, 7월, 8월, 12월 제외)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 초청대상
- 안양시장, 과천시장,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 관내 회원사 대표
- 안양과천지역 사회단체장 등

■문

의 : 회원지원1팀 ☎ 031-447-9177 Fax 031-443-9260

04.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네트워크 지식산업센터 찾아가는 조찬 간담회
관내 지식산업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각 계 전문가를 통한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제공하고
입주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탐구와 소통의 장입니다.

■ 개최시기 : 연 6회
■ 초청대상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CEO 및 임직원
- 안양금강펜테리움IT타워, 평촌오비즈타워, 평촌스마트베이 등

■장

소 : 지식산업센터 회의실(100석)

■문

의 : 회원지원2팀 ☎ 031-447-9172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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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네트워크 CEO 초청 간담회
회원사 대표 및 CEO아카데미 원우회의 업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력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개최시기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연 8회)
■ 초청대상
- 회원사 대표
- CEO아카데미 원우회

■장

소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

■문

의 : 회원지원2팀 ☎ 031-447-9177 Fax 031-443-9260

05.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네트워크 세미나·간담회
회원사가 당면한 현안애로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문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시·과천시

• 안양시의회·과천시의회

• 안양동안·만안경찰서

• 과천경찰서

• 안양세무서

• 동안양세무서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 안양소방서·과천소방서

• 안양·과천시 국회의원 등

의 : 회원지원1팀 ☎ 031-447-9172, 9177 Fax 031-443-9260

Section05ㅣ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

< 주요 초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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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비즈니스 네트워크 협력단체 육성
관내 기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협력 단체로서 상호간의 정보교환,
기술협력을 통해 기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협력단체 명단 >
• 경영인협의회

• 환경기술협의회

• 여성경제인협의회

• 재무관리협의회

• 공업인클럽

• 전기기술협의회

• 경영지원협의회

• 소상공인 협회조합

■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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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기업 인력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양성과 장기근속을, 청년근로자의 경력과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기 업) 중소기업
(청 년) 만15 ~ 34세, 중소기업에 정규직 입사자

■내 용

본인 적립금
2년) 300만원
(12만5천원/월)

취업 지원금

기업 기여금

2년) 600만원

2년) 300원

만근 시
적립금 수령
2년) 1,200만원

■ 혜 택 : (기 업) - 채용유지지원금 (2년형 – 300만원)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고용의 안정화
(청 년) - 본인 적립금의 4배 이상 적립으로 목돈마련

■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0 Fax 031-44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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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실질적인 경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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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기업 인력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 상 :(기 업) 중소·중견기업
(청 년) 만15 ~ 34세,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내 용

청년 적립금
5년, 720만원
(12만원×60개월)

정부 지원금
3년, 1,080만원

기업 납입금
5년, 1,200만원

5년 만근 시
적립금 수령
(3,000만원+이자)

■ 혜 택 : (기 업) - 기업 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로 고용의 안정화
(청 년) - 만기공제금 수령 시, 기업 납입금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50%감면 및 공제계약 대출
- 본인 적립금의 4배 이상 적립으로 목돈마련

■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121

09.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기업 인력지원 시니어 인턴십(노인일자리)
만60세 이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대

상 : (기 업) 4대보험가입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시니어) 만60세 이상자 중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근무형태 : 인턴, 시간제, 계약직, 정규직(일용직 제외)
■ 근무형태
구분

인턴지원금
(채용 3개월 후)

지원내용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 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40만원) 지원

채용지원금
(채용 9개월 후)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채용18개월 후)

시니어 인터십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근로계약을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월 최대40만원) 지원

체결한 경우, 참여자 1인당 총 90만원 지원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0 Fax 031-44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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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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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무역인프라 지원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관세 환급 등 수출·입 업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로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 지원내용
-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 수출·입 통관 검토 및 관세, 물류비 절감
- 관세 환급
- 1:1 상담 및 실무자 교육지원 및 사후관리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3 Fax 031-443-9260

10.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국내·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관내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전시회 참가비 일부 지원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3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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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번역 서비스
수요중심의 번역서비스 지원으로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에 도움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 지원내용 : 제품 홍보 브로셔, 계약서, 매뉴얼, 무역서신 등의 번역비 일부 지원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3 Fax 031-443-9260

11.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장학금 지원
회원사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로 육성합니다.

■ 지원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근로자의 자녀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의 : 회원지원2팀 ☎ 031-447-9172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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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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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소식지 발간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을 대표하는 지역주간지 전면을 이용하여 회원사의 최근동향과 신제품
광고를 게재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합니다.

■ 발간시기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넷째 주 화요일
■내

용

- 회원사의 제품 및 서비스 광고
-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기업지원서비스, 교육, 행사 등 공지
- 지자체 및 정부 지원 사업 안내

■ 배포대상 : 관내 회원사 및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민
■ 배포부수 : 65,000부/월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12.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지원 서비스 경영자료 보급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서적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 사업시기 : 연중(수시)
• 사업내용 : 간이세액 조견표, 세무·인사노무 관련서적 등 발간 및 배포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 문의사항 : 회원지원팀 ☎ 031-447-9172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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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교육 서비스 실무교육
개정된 법령과 제도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 연간 교육일정
연번

교 육 명

교육일

교육시간

비고

1

종합 노무관리 실무

1월 중

4시간

무료

2

고용·산재보험납부 실무

2월 중

4시간

회원사 : 무료
비회원사 : 66천원

3

개정세법 해설

3월 중

4시간

4

수출입통관 및 관세 환급

5월 중

4시간

5

FTA 활용 실무Ⅰ

6월 중

6시간

6

FTA 활용 실무 Ⅱ

11월 중

6시간

7

연말정산 실무

12월 중

4시간

회원사 : 무료
비회원사 : 66천원

8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 실무

12월 중

10시간

회원사 : 무료
비회원사 : 132천원

9

수시교육

수시

4시간

회원사 : 무료
비회원사 : 66천원

■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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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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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교육 서비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회원사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협업과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개최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제공대상 : 상공회의소 회원사 소속 중간관리
■장

소 : 연수원 또는 상공회의소 회의실(코로나19 방역단계 고려)

■ 강의분야
- 소통과 공감(커뮤니케이션)
- 중간관리자 역량강화(리더십 & 팔로우십)
- 기업교류 및 협력
-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
- 타인과의 경험 나누기 등

■ 교육시간 : 경영지원팀 ☎ 031-447-9171 Fax 031-443-9260

14.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인증 서비스 공동인증서 발급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상공회의소만의 원스탑 서비스입니다

■ 인증서 종류
• 사업자 범용(가격 : 110,000원, 유효기간 : 1년)
• 원산지증명용 / 전자무역용(가격 : 55,000원 , 유효기간 : 1년)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3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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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인증 서비스 원산지증명·무역인증
무역서류의 진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이 요구되며,
상공회의소는 범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회원증명 : 중동지역 등 상용비자 발급 시 상공회의소 회원임을 증명
■ 원산지증명
• 비특혜원산지증명서(Non-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Tariff Certificate of Origin)
- GSP, GSTP, GATT, APTA
•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중국 FTA, 한·베트남 FTA
•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 ANEXOⅢ, CCVO, DA59 등

■ 상업서류
• 수입국 세관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의 부대서류
• 신용장 조건에 따른 Buyer의 요청서류로 매입은행 제출용도로 사용

■ ATA 까르네
• ATA 협약 가입국간에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물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통관이 발생
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
• ATA 까르네 이용 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이 가능.

■ 홈페이지 :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
■문

의 : 경영지원팀 ☎ 031-447-9173 Fax 031-44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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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청구서 등 대금회수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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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기타 서비스 회의실 대관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한 최고의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회의실 사용료

회의실명

대회의실(앞)

대회의실(뒤)

중회의실(앞)

중회의실(뒤)

이용료(근무시간 내)

이용료(근무시간 외)

2시간 기준

초과 1시간당

2시간 기준

초과 1시간당

중회의실(5층)

200,000원

50,000원

250,000원

70,000원

대회의실(5층)

200,000원

50,000원

250,000원

70,000원

• 부가세 미포함 금액임.
• 냉·난방료 포함 금액임.
• 냉 온수기 설치 무(사용처 개별 렌탈)
• 회의실 대관 시, 주차료는 시간당 2,000원 적용
•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음.
• 상공회의소 회원사는 30% 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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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특징
회의실명

현수막 규격
수용인원
(가로cm×세로cm)

소회의실

550 × 60

30명

중회의실

550 × 70

70명

대회의실

540 × 80

200명

빔 프로젝트
• 각 실별 프로젝트 및 인터넷 사용 가능
- 노트북(HDMI용은 변환젠더 포함)과
- 포인터 사용자 지참.

■ 회의실 대관 절차
1. 회의실 실시간 예약 확인
2. 이용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접수(Fax 031-443-9260)
3. 사용료 입금(사용료는 사용일 3일전까지 입금)
- 입금 계좌 : 농협 132 – 01 – 146051 (예금주 : 안양상공회의소)
※ 입금 시 반드시 “회사명”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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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기술보증 (운전/시설)
■개요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은행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

■ 보증지원 체계
① 보증신청 및 상담
① 대출 상담 및 신청

중소
기업

은행

⑤ 대출 실행

② 기술평가 및 심사

③ 보증결정통지

④ 보증서발급

■ 보증대상기업
○ 기술력 보유 중소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
▶ 제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S/W업, 지식서비스업, 지식문화산업 등 영위 기업

■ 보증한도
○ 기업당 30억원 (시설자금 100억원 까지)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기술
보증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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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맞춤형 기술창업보증
■ 사업개요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제도

■ 대상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분 야

내

용

지식문화 창업

- 지식문화산업(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 챌린저
창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이공계 출신자인 제조업 영위 기업

-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40~59세 이하이고,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 뿌리산업 : 주조ㆍ금형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 등
- 산업통상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의한 첨단기술ㆍ제품 확인기업

첨단ㆍ성장연계
창업

(나노융합, 디스플레이 등)
-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기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0% (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
○ 보증료
-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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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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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마이스터(Meister) 기술창업보증
■ 사업개요
○ 사업화 가능한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대상기업
○ 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대·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으로서, 실제경영자가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 경영주가 25년 이상의 중소기업 동업종 경력을 보유하면서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중기부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선정 및 지원이 확인된 사내벤처팀의
스핀오프 (예비)창업기업

■ 우대사항
○ 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대상기업
○ 보증비율 : 100% (창업 후 1년 초과 시 95%)
○ 보증료
- 창업 후 3년 이내: 0.7%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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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혁신기업 성장지원(Kibo-Star밸리)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맞춤형프로그램

■ 대상기업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12년이내 및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우수기술 및 미래성장성을 보유한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제4차산업혁명 업종 영위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5%(창업 후 1년이내 100%)
○ 보증료 : 0.5%p 감면
* 사전한도는 창업연한,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며, 3년간 매출실적과 연계하여
점진적 지원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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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일자리창출 지원보증
■ 사업개요
○ 고용없는 성장 장기화로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업
분 야

내

용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 이상 고용증가
굿잡보증

-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등
○ 굿잡보증 유형에 하나이상 해당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중인 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 월평균임금이 연도별 기준금액* 이상인 상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
규모의 80% 이상
* 연도별 기준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 당해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
(단, 심사기준일 기준)

일자리
창출 한도가산

○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을 신규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전한도

○ 지원 후 1년 이내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일자리창출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굿잡보증 : 90% ~ 95%
○ 보증료
- 굿잡보증 : 0.3%p ~ 0.4% 감면
- 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원 : 0.2%p 감면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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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미래 주력산업인 혁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는 목적의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핵심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 Data(데이터), Network(네트워크), AI(인공지능),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일반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일반기업 : 90%
○ 보증료
- 핵심기업 : 0.3%p 감면
- 일반기업 : 0.2%p 감면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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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R&D보증
■ 사업개요
○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금융 지원

■ 대상기업
○ 신기술사업자로서 개발단계 또는 사업화 단계의 R&D를 추진 중인 기업
- 단계별 R&D 보증: 개발/사업화단계 R&D로 구분하여 보증지원
- 정부출연연계 R&D 보증: 정부출연 R&D 과제의 정부출연과 연계지원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개발 단계 : 95% 이내 (창업 후 7년 이내 100%)
- 사업화단계: 85% 이내 (정부출연 R&D과제에 대한 보증 95%)
○ 보증료 : 0.3%p 감면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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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사업개요
○ 지식재산(IP) 가치기반의 창업·사업화, Scale-up, 기술이전 등 지원

■ 대상기업
○ 지식재산(IP) 을 개발 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

IP가치보증

IP패스트보증

내

용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지식재산(IP)중 등록일로부터 5년이내(보증접수일 기준)인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IP등급보증

지식재산(IP)중 특허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등록된 특허권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

IP인수보증

지식재산(IP) 인수ㆍ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운전 또는 시설자금 지원

■ 우대사항
○ IP 보증상품 종류 및 기술사업평가등급별로 지원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우대 지원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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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투자연계보증
■ 사업개요
○ 벤처(또는 엔젤)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는 보증

■ 대상기업
분 야
벤처투자연계보증

혁신모험펀드연계보증

엔젤투자연계보증

내

용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비상장 기술혁신선도형 기업(단,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혁신모험펀드(혁신창업펀드·성장지원펀드) 투자기업 중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에서 ‘투자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기업
최근 3년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
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 : 0.3%p 감면

■ 문 의 :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45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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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지원안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주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 보증금지 및 제한사항
• 보증기관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관련인
•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보유 기업(대출금연체, 세금 체납 등)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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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지원절차
■ 보증상담 및 신청
▶ 예약 방문 상담
• 재단 홈페이지(http://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예약 시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점으로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가능시간 : 09:00 ~ 16:00
▶ 온라인 보증신청
• 재단 사이버보증센터(http://cyber.gcgf.or.kr)를 통해 온라인 보증신청
• 관할 지점에서 유선 상담 진행
※ 사이버 보증신청이 어려운 경우
- 보증신청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법인사업자는 법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공동인증서 필요)
- 무등록사업자인 경우
- 외국인인 경우
▶ 모바일 보증신청 ※ 홈택스에 등록된 공동인증서 사용 필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어플을 통해 보증신청
-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앱스토어에서 ‘경기신보 모바일서비스’ 어플 설치 후 신청
→ 유튜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보증” 검색
※ 모바일 보증신청이 어려운 경우
- 법인기업, 공동사업자
- 보증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지원절차

step 1
상담 및 신청
① 예약상담 신청 후 지점에
방문합니다
② 사이버보증센터를 통해
유선 상담 후 서류를 제출
합니다
③ 재단 앱을 통해 모바일
보증을 신청합니다.

step 2
신용조사

step 3
step 4
보증심사 및 결정통지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재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을

기업의 신용도 및 사업성 등을 보증약정을체결하고보증료를

방문하여 신용상태를 파악

평가 후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 납부하시면보증서를발급하여

합니다

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드립니다.

■ 필수제출서류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임대차계약확인 서류 등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임대차계약확인 서류 등
※ 보증심사를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5900)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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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중소기업 일반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이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력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별 보증금액은 기업신용평가별로 상이
- 운전자금 : 업체당 8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업체당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자금별로 상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대출
(대출은행)
Section05ㅣ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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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 사업목적
○ 금융기관과 특별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바탕으로 심사기준,
보증한도 등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소상공인심사는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단, 최저보증료율은 1.0%)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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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시군 추천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재원 출연 시군 단체장이 추천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시군별 상이)
○ 지원기간 : 시군별 상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대출
(대출은행)
Section05ㅣ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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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5.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유망 성장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저금리의 한국은행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부천시, 김포시 소재 기업 및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8억원 이내(소상공인심사는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협약금리(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수준 변동)
○ 대출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료율 : 연 1.0%(고정)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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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청년 창업가의 자립기반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대표자가 만20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Track1(혁신형 창업기업) ①~⑤의 경우, 대표자가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지원대상

지원한도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최대 5억원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성장동력기업 : 성장동력기업 지원업종 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기존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경우)

최대 3억원

업체당
이내

업체당
이내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자금평가 및
지원결정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0%(고정)
○ 대출은행 : 농협은행(경기도 내 영업점에 한함), 신한은행
○ 보증료율 : 연 0.7%(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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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 경기도 소재 콘텐츠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콘텐츠기업 지원 협약 시군 내 콘텐츠업종 영위 기업
※ 콘텐츠업종 :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방송, 음악, 게임, 광고, 캐릭터, 솔루션
※ 협약시군 : 경기도 24개 시군(가평, 과천, 동두천, 안성, 양주, 연천, 오산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콘텐츠기업
평가위원회
*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신청기업 중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하며,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소상공인심사는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147

08.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자금평가 및
지원결정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500억원(운전자금 500억원, 시설자금 1,000억원)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한도

지원기간

지원범위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시설자금

업체당 30억원 이내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공장건축, 시설설비 등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0.3%~2.0%)
○ 대출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 보증료율 : 연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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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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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경기도 미래드림 특별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일자리창출기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 및 성장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ESG 경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기업

기술력
혁신성장

보유기업

동력기업

성장동력
기업

지원대상

지원한도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고용인원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 또는 확대를 확약한 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①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③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기업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자금평가 및
지원결정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1.75%(고정)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보증료율 : 연 0.8%(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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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신용보증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 사업목적
○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계속사업을 통해 재기를
희망하는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대표자의 신용이 불량하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으로 아래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또는 대표자가 영위하는 기업
①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신용을 회복 중인 경우
② 연체된 채무가 5천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③ 재단 보증서를 이용하고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연체를 정리하였으나, 연체이력이 남아 금융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재도전
심사위원회*
(경기신보)

보증심사
위원회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신청기업 중 특허 등을 보유한 기술력 우수기업 또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도전 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3년(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2.0%)
○ 대출은행 : 농협은행(경기도 내 영업점에 한함)
○ 보증료율 : 연 1.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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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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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소상공인 일반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영세소상공인이 자금 융통을 함에 있어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분류 기준
①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 기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②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상품별로 상이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연 0.5%~2.0% 이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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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교육인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을 2일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인정기간 : 이수 후 2년 이내
- 창 업 자 금 : 사업 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 경영개선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
- 점포임차자금 :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점포를 임차
(전대계약에 의한 임차 포함)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창업교육
(경기신보 및
시장상권진흥원 등)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자금평가·지원결정
신용조사·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5억원 이내
자금종류

지원한도

비고

창업자금

100백만원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경영개선자금

100백만원

포함 최대 100백만원 이내

점포임차자금

50백만원

-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1.7% ~ 2.0%)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국민은행(예정)
○ 보증료율 : 연 1.0%(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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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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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자금 보증
■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통한 재기 지원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의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재창업자 및 예비재창업자
- 창업지원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 재창업자*
를 대상으로 지원
※ 예비재창업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납부한 자
- 경영개선자금 :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

■ 지원절차
창업교육
(시장상권진흥원)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자금평가·지원결정
신용조사·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자금종류

지원한도

비고

창업지원자금

30백만원

예비재창업자 추가요건 :

경영개선자금

100백만원

임차보증금 10%이상 납부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1.7% ~ 2.0%)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국민은행(예정)
○ 보증료율 : 연 1.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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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
소상공인 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방법을 적용하는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재원 출연 시군 단체장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시군별 상이)
※ 시군별 추천대상에 대한 업종제한 및 시군 거주요건 등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업체추천
(시군)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시군별 상이)
○ 지원기간 : 시군별 상이
○ 대출금리 : 시군별 상이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연 1.0%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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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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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多-드림론Ⅱ)
■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색된 중·저신용·저소득·사회적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을 제고하고, 긴급 비상금 통장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기업 제외)
- 중·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저 소 득 자 : ‘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의 80% 이하
- 사회적약자 : 40대·50대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이하)

■ 신청방법
○ 경기도 내 농협은행 영업점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농협은행)

신용조사
(농협은행)

보증심사
(농협은행)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특별지원)
○ 지원규모 : 2,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기존한도 별도)
○ 지원기간 : 1년(만기일시상환, 최대 4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협약금리(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수준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은행(경기도 내 영업점에 한함)
○ 보증료율 : 연 1.0%(전액면제, 5년간)

대출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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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 사업목적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기업 제외)
- 금융소외자 :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이면서 ‘22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 사회적약자 : 50대가장(은퇴, 실직),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사후관리
(컨설팅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구분

지원한도
창업자금

특별지원

지원조건

30백만원 이내

업력 3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 20백만원 이내

업력 3개월 초과

50백만원 이내

시군추천특례보증 담당공무원 추천

○ 대출금리 : 약 2~3% 수준 ※ 경기도에서 0.5% 이자지원
○ 대출은행 : 농협은행(경기도 내 영업점에 한함)
○ 보증료율 : 연 0.5%(고정)

지원기간
3개월 거치 57개월 이내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이 60개월 이내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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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사전교육
(온라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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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 사업목적
○ 전자지급결제 대행사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사업자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1인 창업기업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증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업력 3개월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 개인 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기업
② 전자지급결제대행(PG:Payment Gateway) 서비스 이용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MOR(3개월) + 1.1%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보증료에서 0.2%p 감면(최저 연 0.8%)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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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 사업목적
○ 저신용 및 저소득으로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경기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무등록사업자 포함)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법인기업 제외)
- 저신용자 :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45백만원 이하
- 저소득자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지원대상 제외 :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재단중앙회(개인보증)
이용 중인 자, 무등록사업자로서 사업 영위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자, 인적용역제공자 중
댄서 및 유흥접객원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요건
구분

지원한도

지원요건

창업자금

50백만원 이내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업력 1년 이내의 자

운영자금

20백만원 이내

저신용 또는 저소득자

대환자금

30백만원 이내

연이율 16%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3개월 이상 정상 상환 중인 자

○ 지원기간 : 5년 이내
○ 대출금리 : 약 6~8% 수준
○ 대출은행 : 지역농협, 지역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 보증료율 : 연 1.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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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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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시군 추천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및 시군 출연부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시군이 추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 제외)
※ 보증제한업종인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 신청방법
○ 경기도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지원절차
업체추천
(시군)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은행 영업점)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MOR(6개월) + 2.2%
○ 대출은행 : 경기도 내 농협은행, 신한은행
○ 보증료율 : 연 1.0% (고정)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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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기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신용보증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 사업목적
○ 공익향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신용조사
(경기신보)

보증심사
(경기신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위원회*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신청기업 중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센터에서 심사하며,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금융지원 평가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율(2.5%)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은행
○ 보증료율 : 연 0.5%(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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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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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신용보증재단 재해기업 신용보증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 사업목적
○ 재해중소기업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돕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교부 받은 기업
※ 재해복구자금에 한하며, 동일한 재해로 중복지원 불가함

■ 신청방법
○ 온라인(cyber.gcgf.or.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방문상담예약)
- 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 또는 고객센터(☎1577-5900)를 통한 방문상담예약

■ 지원절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
(지자체)

보증신청
및 서류제출
(경기신보)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경기신보)

신용보증서
발급
(경기신보)

대출
(대출은행)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단, 피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자금별로 상이(단, 정책자금 배정 시 특별재해 7년, 일반재해 5년)
○ 대출금리 : 자금별로 상이(단, 정책자금 배정 시 특별재해 연 1.5%, 일반재해 연 2.0%)
○ 대출은행 : 시중은행
○ 보증료율 : (특별재해) 연 0.1%(고정)
(일반재해) 연 0.5%(고정)
※ (특별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대통령이 선포한
재해 (일반재해) 특별재해 이외의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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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사 항>
■ 보증지원 제외 대상주)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실 관련 기업 및 관련자
○ 신용관리정보 보유 중이거나, 현재 금융기관 연체 중인 자
○ 빈번한 연체 이력 보유자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 4건 이상 또는 30일 이상 장기연체
기록 보유)
○ 소유부동산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자
○ 세금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자
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은 별도의 기준 적용

■ 보증지원 제외 업종
○ 사치·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 중인 자
① 일반유흥 및 무도유흥 주점업(다만,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은 가능)
② 부동산업(다만,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은 가능)
③ 골프장 운영업
④ 무도장 운영업
⑤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⑦ 담배 중개업
⑧ 잎담배 도매업
⑨ 담배 도매업
⑩ 금융업
⑪ 보험 및 연금업
⑫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중개업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 가능)
⑬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⑮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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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안내
“저금리로” 보다 낮게, “방문없이” 보다 쉽게, 도내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기도자금이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로 시행됩니다.

01 경기도자금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입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부동산, 보증서, 신용)을
받을 때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신용보증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 2022년 주요 개편사항
① 「코로나19 회복자금」 지속지원
- 중소기업 6,000억원, 소상공인 5,000억원의 피해 회복자금을 지속지원합니다.
② 「지속가능경영」 지원자금 신설
- 탄소중립기업 및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맞춤지원을 위해 특화 지원합니다.
③ 「성장드림특별」 창경자금 신설
- 성장동력기업에 대하여 2.25% 저금리 시설자금(기금)을 특별지원합니다.
④ 「수출형기업」 및 「청년혁신창업기업」 특화산업 지원 지속
- 도내 수출기업과 청년창업가 육성을 위해 저금리 자금지원을 지속합니다.
⑤ 「분할상환 유예기간」 추가 연장
- ‘22년 상반기 상환기일 도래건에 대해 6개월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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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별 세부지원기준
지원규모
(억원)

분
계

20,000

계

14,000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지원한도

금

6,000

5억원

3년 (1년)

탄소중립기업

400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일자리창출기업

500

3억원

혁신성장동력기업

500

5억원

수출형기업

300

5억원

3년 (1년)

청년혁신창업기업

100

5억원

5년 (2년)

인건비 원부자재
운전용도

2억원

4년 (1년)
5년 (2년)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5,000

점포임차자금 (
특별경영자금
계

1억원

희망특례(30억원

1,100

90%이내)

5천만원

재해피해(50억원 쌍용차특별지원(200억원)
긴급경영자금(820억원)

6,000

경쟁력강화자금
세부용도

건축비
80%이내)

(
일반기업

제조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부장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

(일반
5,000

매입비
80%이내)

(

성장드림
특별)
1,000

30억원 10억원

사업장

10억원

공장 창고 산단부지
처리시설

30억원 10억원

8년 (3년)

30억원

이내)

3~30억원

3/8/15년

300억원

8년 (3년)

기업
인·

8년 (3년)

2억원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시

3년
(1년)

3년 (1년)

5억원

임차

건립사업 (

2억원

8년
(3년)

5억원

임차

지식산업센터건립

3년 (1년)

15억원 10억원

연구개발비
80%이내)

8년 (3년)
3년 (1년)

2억원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80%이내)
입주·분양비용 (

융자기간
(거치기간)

3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시설설비구입비

(

비제조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처리시설
복지시설 기숙사

여성창업기업

5년 (1년)

재창업자금

가능 (

적용)

Section05ㅣ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

소상공인

164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02 자금신청안내
■ G-money 자금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내방) 경기신보 전 영업점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자금심사 및 결정

▶

자금 대출

▶
경기신보

협약은행

① (회원가입) 가입 시에는 기업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②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두 ☞ 사업자번호 로그인

◈ 자금융자를 선택하면 아래 고객등록을 선택합니다. (최초 등록시만 해당)
⇒ 상세고객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버튼을 누르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융자신청) 해당기업의 임·직원만 가능하며 이외의 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상단 자금신청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 - “온라인자금신청” 클릭합니다.
⇒ 신청할 자금(운전, 창경) 기본정보 입력 (※ 선택 시 마다 설명이 팝업창으로 안내)
⇒ 선택한 자금이 창경자금일 경우 또는 재단보증서 담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재무자료를 전송해야 됩니다.
⇒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동의, 사후관리이행각서, 세무회계자료 제출동의서 내용을 읽고 동의해 주세요.
⇒ 신청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신청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④ (재무자료) 자금신청 시 아래 대상은 반드시 메타게이트(metagate)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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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자료를 전송해야 하며, 3일 이내 재무자료 미전송·첨부파일 미첨부·허위자료 작성·신청정보
부실입력한 경우 자금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메타게이트 재무자료 전송대상
- 운전자금(신기술, 벤처창업) 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모든기업) 신청하는 경우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를 이용하는 경우

◈ G-money 시스템에서 자금신청절차 완료 후, 메타게이트(www.metagate.co.kr)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후 재무자료를 전송하면 됩니다.

⑤ (접수완료) 대표자 휴대폰으로 “접수완료” 문자가 전송됩니다.
- 온라인 접수 : 기업에서 입력한 대표자 휴대폰 번호로 통보
- 경기신보 담당자의 내방 접수 : 휴대폰, 이메일(통지 동의시)로 통보
⑥ 심사진행 현황에서 ‘재무제표 미전송’, ‘첨부물 보완’으로 “반려” 되었을 경우
☞ 자금신청화면에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최종 지원결정이 되었을 경우, 휴대폰과 이메일(통지 동의시)로 통보됩니다.
☞ 심사진행현황에서 “통보서”를 클릭하면 결정 통보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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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주된 사업의 업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 국내·외의 특별한 경제상황 등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업

■ 대출은행 선택
▶ 은행별 최고금리와 평균금리 등을 비교하여 대출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에서 매월 대출은행별 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 시중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우 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 필수 제출서류
① 융자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신청자금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 대출금리
○ 기금융자와 협조융자를 비교하여 기업에 유리한 융자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원결정 후 변경은 불가하오니 충분한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금융자 금리 : 기본금리 2.55%
- 기본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경기도 고시금리 적용)
※ 단, 일자리창출기업(1.75%), 혁신성장동력기업(1.75%), 수출형기업(2.0%),
청년혁신창업기업(1.0%), 성장드림 특별지원(2.25%(변동))의 경우 별도로 정한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추가 금리할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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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자 금리
보증서 등
신용

기업 구분
일반기업

2.55%

4.05%

여성창업기업,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기업

2.25%

3.75%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2.05%

3.55%

② 협조융자 금리 : 은행금리 - 이자지원율 = 기업부담금리
- 협조융자 이자지원율은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 단, 소상공인(1.7~2.0%), 탄소중립기업(1.5%), 사회적경제기업(2.5%), 특별경영자금(별도공고)은
별도로 정한 이차보전율을 적용하고, 추가 이차보전율 미적용

<은행금리 구간별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은행금리

이자지원율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지원대상별 추가지원율>

<대출금액별 이자지원상환율>
대출금액

이자지원상한율

대출금액

추가지원율

2억원 이하

2.0%

0.5%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3%

※ 추가지원율은 중복 적용 시 0.5%를 초과할 수 없음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ㅣ

169

03 운전자금
1

1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6,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 2.55%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신기술기업

세부지원 요건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하는(양산화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업력 7년 이내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기도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설립 후 3년 이내의 업체

벤처창업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여성창업기업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Section05ㅣ유관기관 기업지원 사업

기업구분

170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2

탄소중립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400억원(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5%)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은행금리

지원요건

그린인증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업

그린에너지

○ 에너지효율화기업(에너지절약전문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재생
에너지설비 인증기업

친환경기업

○ 친환경제품(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농축산물, 우수재활용인증) 제조기업,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환경산업
영위기업

○ 환경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표」에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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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기금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1.75%(고정)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대출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창업기업

일자리기업

지원요건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도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 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
(기존대비 사업장 고용인원 증가 및 1년 이상 고용유지(또는 확대)를 확약한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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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억원(기금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1.75%(고정)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대출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분

지원요건

기술력보유기업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
③ 신기술인증(NET)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보유기업
⑤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성장동력기업

①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
③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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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형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300억원(기금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고정)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상 수출실적 보유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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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창업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00억원(기금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1.0%(고정)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 대표자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 기업
(단,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구분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지원요건
①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⑥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⑤의 경우,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성장동력기업 : 성장동력기업 지원업종* 영위기업 또는 전년대비 매출액 20%
이상 증가기업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뿌리산업)
- 일자리창출기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창출기업
(기존 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업체당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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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0억원(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 점포임차자금 : 최대 5천만원 이내(소요금액의 90% 이내)
- 창업·경영개선자금 : 최대 1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1.7%~2.0%)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국민은행(예정)
▶ 대출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
▶ “교육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경기도 소상공인
컨설팅 또는 재창업 지원사업을 수료한 자

8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규모 : 100억원(협조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5%)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대출담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형 또는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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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1

공장건축, 설비구입,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지원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5,0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제조업 최대 30억원, 비제조업 최대 10억원
※ 다만,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대출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 2.55%
(협조융자)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기업부담금리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세부지원대상은 운전자금과 동일)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도

(

(

건축비
80%이내)
매입비
80%이내)

처리시설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사업장
복지시설 기숙사
공장 창고 산단부지,
처리시설
복지시설 기숙사

(

이내)

(

80%이내)

이내)

이내)
임차
임차
(일반기업
(

비제조업

30억원

10억원

10억원
3억원
30억원

이내)

10억원

2억원
30억원

(
(

제조업

2억원

15억원
10억원
5억원
5억원
2억원
3~30억원
300억원

상환기간
(거치기한)
8년(3년)
3년(1년)
8년(3년)
3년(1년)
3년
8년
(3년)
(1년)
8년(3년)
3년(1년)
3/8/15년
8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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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 지원개요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0억원(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 지원용도 : 공장건축, 시설설비구입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에 따른 소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2

성장드림 특별지원

▶ 지원규모 : 1,000억원(기금융자)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원(기존한도와 별도)
▶ 대출금리 : 기금융자 기본금리 – 특별할인(0.3%) 적용
▶ 대출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용도 : 공장건축, 시설설비구입
▶ 대출은행 : 11개 시중 협약은행
▶ 대출담보 :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미래성장기업(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 중
제조업 영위기업)
※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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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제조업

33402中
33409中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41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부동산업

68
711~2
7151
731
75330中
75993
75999中
76390中
851~854
86
91113
91121
9122中
9124
91291

전문서비스업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해당업종

94
9612中
96992
96999中
97~98
99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경주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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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서류를 제출한 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 서류를 제출하시면 서류 검토 후 사업장 현장실사를 하고, 보증 가부와 지원한도를 평가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2. 보증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산출됩니까?
답변 : 보증료는 은행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금융비용입니다.
보증료율은 연 1%를 기준으로 신용도 또는 보증기간에 따라 연 0.5%~연 2.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경기도생애최초보증료인하 등을 통해 보증료를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신 경우에는 상환일 다음날부터의 보증료는 환급하여 드립니다.

3.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거래하고 있는데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예!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총 보증잔액이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예비창업자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의 창업교육을
답변 : 소상공인 영위 업종과 관련한(또는 업종공통의) 교육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영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 시 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며, 영위 업종과 관련한 교육이 아닐지라도
8시간(12시간의 약 66% 이상) 이상 공통(일반) 창업·경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합니다.

5. 재단에서 보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6. 필요한 서류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신용보증 신청서류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www.GCGF.or.kr로 접속하여 화면 중앙의“제출서류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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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안내
지점명

주 소

본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2~3층

기술평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6층

채권관리센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관할지역

고객센터

-

디지털보증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11층

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6층

경기도 남부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 4층 401호

수원시

평택지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7 농협은행 평택시지부 3층

평택시

화성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101 4층

화성시(일부)

용인지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A동 8층

용인시

이천지점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41 우리은행빌딩 4층

이천시,여주시, 양평군

동탄지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30 1001호,1002호

화성시(일부)

군포지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66, SK벤티움 102동 1205호

군포시, 의왕시

안성지점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209~213호

안성시

오산지점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24 오산신협 3층

오산시

중부지역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경기도 중부

안양지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안양시,과천시

성남지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3 3층

성남시

광주지점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광주시

안산지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17 3층(신한은행)

안산시

시흥지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지니스센터 12층

시흥시

부천지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388 204동 302호

부천시

광명지점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6 양정타워 9층 902호

광명시

하남지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 239 하남시벤처센터 1층

하남시

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11층

경기도 북부

의정부지점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7 3층

의정부시

고양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2 신한은행 5층

고양시

남양주지점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50번길 35 5층 502호

남양주시,가평군

김포지점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51 6층 601호

김포시

포천지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8층

포천시,연천군

파주지점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파주시

양주지점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3층

양주시,동두천시

구리지점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B동 3층 330호

구리시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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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소 운영현황
지역

관할지점

의왕출장소

군포

주2회/(수)오전10시~오후3시
(금)오전10시~오후12시

경기도 의왕시 포일로 20,
NH농협은행 의왕시 지부 내

여주출장소

이천

주2회(수,금)
오후2시~오후4시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4,
NH농협은행 여주시 지부 내

양평출장소

이천

주2회(화,목)
오후1시~오후3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78,
NH농협은행 양평군 지부 1층

동두천출장소

양주

주2회(화,목)
오전9시~오후4시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71,
NH농협은행 동두천시 지부 내

가평출장소

남양주

주2회/(수)오전10시~오후3시30분
(금)오전10시~오후12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11,
NH농협은행 가평군 지부 2층

연천출장소

포천

주2회(화,목)
오전9시~오후4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1,
NH농협은행 연천군 지부 내

서수원출장소

수원

평일
오전9시~오후4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수원벤처밸리Ⅱ B동 616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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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창업보증 지원
○ 사업개요 :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사업개요

구분

예비창업보증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

창업전 6개월

창업후 3년내

창업후 3~5년

창업후 5~7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포함)

10~20억원

30억원

30억원

보증료

0.7%p 차감

0.4%p 차감

0.3%p 차감

0.3%p 차감

보증비율

100%

95~100%

95%

90%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 종류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5~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대상기업
▶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유형

대상기업
및
대상채무

분류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ㅇ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ㅇ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보증대상

전문자격 창업
아이디어 창업

유망창업기업

기술,지식 창업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마케팅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우대사항

상품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

예비창업보증

10억원(시설포함)

0.7%p 차감

100%

신생기업보증

10~20억원(운전)

0.4%p 차감

95~100%

창업초기보증

30억원(운전)

0.3%p 차감

95%

창업성장보증

30억원(운전)

0.3%p 차감

90%

보증비율

※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기타
우대사항

○ 신청기업이 “ 창업교육” 또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요청 시 우선지원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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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고용창출기업보증 지원

대상기업
및
대상채무

지원내용

○ 사업개요 : 고용창출기업의 성장단계(신규창출단계→양적성장단계→
질적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 고용창출우대보증
▶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기업
○ 고용창출특례보증
▶ 다음의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에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1인당 3천만원, 전문인력·장애인
5천만원)
▶ 혁신형 중소기업
▶ 가젤형 기업
▶ 고용의 질 우수기업
▶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보증신청기업
▶ 워크넷을 활용한 보증신청기업(고용노동부 운용)
▶ 유망서비스 부문 기업
▶ 특화서비스 부문 기업
▶ BEST 서비스기업
○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 다음의 중소기업으로서 보증신청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창출(예정)기업에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1인당 5천만원)
▶ 혁신형 중소기업
▶ 가젤형 기업
▶ 고용의 질 우수기업
▶ 제조업 영위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 특화서비스부문
▶ 유망서비스업 부문 영위기업
▶ 유망창업기업
▶ 신보 잡클라우드를 통한 보증신청기업
▶ 워크넷을 통한 보증신청기업고용창출기업 보증 구성체계 : 구분, 고용창출 우수기업보증,
고용창출 특례보증,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 가젤형기업 우대보증, 고용의 질 우수기업보증

○ 고용창출기업 보증 구성체계
구분

고용창출우수기업보증

고용창출특례보증

대상기업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기업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기업
보증료

0.1%~0.3%p차감

0.7%고정보증료율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청년고용기업특례보증
청년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우수한 기업
0.7%고정보증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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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전자상거래보증 지원
○ B2B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사업개요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제2금융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용보증이 있음

○ 전자상거래보증 이용효과
▶ 비대면 거래로 발생하는 결제의 불확실성 제거
▶ 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 유리한 거래조건 확보
지원효과

○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 이용효과
▶ 구매기업의 채무 불이행 시 기존 오프라인 담보어음보증은 어음만기 경과
전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나 전자상거래 담보용 보증은 보증기한
전에도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
▶ 보증서 기간 만료 시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구 보증서를 반납하는 절차 불필요

○ 전자상거래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 지원

지원내용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70억원

30억원

보증한도

최근1년 매출액의 1/2 (담보용보증)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최근1년 매출액의
1/3, 1/4, 1/6

보증료

0.1%p 할인(K8 등급 이상)

0.5% ~ 3.0%

▶ 전자상거래보증에 대한 우대지원 : 구분, 전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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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선순위증권 ＊신보가 보증하여 기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증권 ＊신보의 보증 없이 개별기업이 매입

•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 (만기 후 차환 가능)
•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매각

중소· 중견기업
▶

6 ▶

1 회사채발행

▶
증권사
▶

사업개요

기초자산:회사채

2 기초자산양도

신용보증

▶

신용보증기금

3
신용공여
4

은행

5 유동화 증권(CBO)발행

▶

매각
6

▶

선순위유동화증권

7

▶

투자자

현금

후순위유동화증권

○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지원금액

최고 70억원 이내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중견) 최고 350억원 이내(중소) 최고 200억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

신용등급별 年 0.5%～2.5%

없음(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1%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단기 자금(1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장기 자금 (3년 이내)만기 후 차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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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대상 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 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중견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 지원한도
▶ 신용등급별 한도

(단위: 억원)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편입한도

350

300

250

170

100

50

미래성장성등급

K5이상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70

140

80

50

40

30

중견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

(주1) 신보와 기보의 일반보증+보증재단보증+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한도 : 추정 매출액 및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최근매출액 내지 당기매출액의
1/6～1/3 (업종별, 회사채등급, 미래성장기업군별로 차등)
▶ 자기자본한도 :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미래성장기업군이 Ⅲ·Ⅳ군)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차입금 한도 :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이내
○ 발행금리
▶ 중소기업 : 신용등급별로 2.88% (K1 등급) ～ 5.48% (K10 등급) 수준
▶ 중견기업 : 신용등급별로 2.47% (A 등급) ～ 4.02% (BB- 등급) 수준
* 상기 금리수준은 2021.11.05.일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한 시가평가수익률
기준으로 발행 시점의 수익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후순위채 연율 1~1.5% 범위 내에서 별도 인수(중소기업은 연 0.4～1.8%)

취급절차

구분

상담·신청

편입심사

중소기업

영업점

영업점
미래성장성등급
(신용보증기금평가서)

▶
중견기업

주관증권사

전문심사센터
회사채등급
(신용평가회사평가서)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보증심사

▶

유동화
보증센터

보증승인

▶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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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경영혁신 중소기업 지원
○ 제품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
사업개요

○ 목적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종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
기업으로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 지원대상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 등 일부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보증료율 및 신용보험료율 우대 등 보증지원 우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금리우대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예 :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우대

▶ 중소기업청 지원시책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판로 및 수출지원

▶ 타부처 주요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경영혁신과 관련 있는 타부처 지원사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

▶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방송광고요금 할인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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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ㅣ 2022 기업지원사업 안내

기업등록
•기업기본정보
•공장 / 사업의 종류
•재무정보(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온라인 자가진단 작 성

▶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 메인비즈 인증시스템(www.mainbiz.go.kr)을
통해 신청

선정절차
실시간

▶

▶

현장평가 신청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

경영혁신인프라, 경영혁신활동,
경영혁신성과 부문 현장평가

21일 이내

▶

▶
▶

3년 이내

확인서 발급 - 현장평가700점 이상
(관활 지방 중소기업청)

사후관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경영혁신
능력평가 점수
700

평가점수 미달시
탈락/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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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매출채권보험 지원
■ 기본개념
○ 판매기업(보험계약자)이 보험기간 동안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사업개요

공급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 받을어음)에 대해 향후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자(신용보증기금)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보험가입대상
▶ 규 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대상)

보험계약자
요건

▶ 업 종 : 제한 없음(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 매 출 액 : 제한 없음
▶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 간편보험, 창업보험(7년 이내 창업)은 영업실적 요건 없음
- 일석e조보험 2년 이상, 창업성장보험 접수일 현재 7년 이내
▶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현금거래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대상
매출채권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 등 제외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보험가입 세부 내용
○ 보험가입한도
▶ 신청기업(보험계약자) 보험가입한도 : 최고 100억원
▶ 구매기업별 보험가입한도 : 구매기업의 신용도, 거래규모, 업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험료
▶ 보험료율은 신청기업(보험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보험가입대상 구매
기업의 신용도, 거래비율, 결제기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보험가입매출채권*에 대하여 연 0.1～5.0%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
* 보험가입매출채권은 보험대상매출채권에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환산
○ 보험기간
▶ 다사랑/한사랑/B2B Plus+/일석e조보험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 보험상품 및 운용방식
○ 원칙적으로 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모든 매출채권이 보험대상 (하나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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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매기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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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다
사
랑

표준형

• 계약자와의 거래규모 일정 수준 이상인 구매기업 대상(5개 이상)
• 구매기업별 결제기일과 보험금액을 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선택형

• 표준형을 기초로 계약자에게 일부 선택권 부여

맞춤형

• 계약자가 희망 구매기업을 모두 선택

소기업형

한
사
랑

운 용 방 식

• 계약자가 당기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영세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 계약자와의 거래규모 일정 수준 이상인 구매기업 대상(3개 이상)
• 계약자 및 구매기업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용

일 반

• 한 개 구매기업의 결제기일과 보험금액을 계약으로 정하고 보험기간내 발생하는
매출채권 전체를 보험가입대상으로 운용
• 구매기업은 신용등급이 신보가 정한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정

간 편

• 간편보험평가시스템을 통해 가입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높인 보험

온라인

• 간편보험평가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 (간편보험, 심플보험, 다이렉트보험)

창 업

• 창업기업(7년이내)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구매기업의
가입 가능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보험료율을 우대하는 상품

소기업형

B2B Plus +

• 계약자가 당기매출액 30억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
• 계약자 및 구매기업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용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대상의 보험으로, 판매위험 보장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품

일석e조

• 구매기업에 대한 보험보장과 함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하나보험

• 구매기업과 이미 발생된 거래를 건별로 운용하는 보험

기 타

• 스타트업보험, 창업성공패키지보험, 전자방식보험, 협약보험, 환급형보험, 옵션형보험

■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고 발생

▶ 구매기업의 지급불능 사유(부도, 폐업·해산등기,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발생

▶ 구매기업이 매출채권의 연장결제기일(외상매출금의 경우 정상 결제기일에서 2개월
합산) 이내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발생(다사랑·한사랑보험 기준)
○ 보상 범위: 다음 중 적은 금액

▶ 보험금 지급대상 구매자의 보험금액
▶ 실제 손해 금액에서 보상률(70～80%)을 곱한 금액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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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팩토링 지원
○ 신보 팩토링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 후 현금을 지급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
▶ 팩토링은 정부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에 발맞추어 ‘21년도에
신규도입된 신보의 신사업
• (판매기업) 물품판매

사업개요

• (구매기업) 매출채권 발행
• (판매기업) 팩토링(채권할인)
• (구매기업) 만기대금 상환
• 신보(팩터)
판매기업에게 자금제공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 팩토링은 직접금융(채권매입업)으로 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신보 홈페이지內
‘안심거래플랫폼’을 통해 채권발행 및 팩토링 신청
○ 판매기업 이점
▶ [비용절감] 외담대 금리보다 저렴(구매기업 신용등급이 반영된 할인료 및 정책금융 활성화)
▶ [현금확보] 채권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현금화 가능(한도내 채권전액 매입)

지원효과

▶ [부도위험無] 외담대와 달리 판매기업에게 별도 상환청구권 행사 無
○ 구매기업 이점
▶ [비용제로] 일체의 비용(보증료, 수수료, 부대비용 등) 없이 이용 가능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0.5%p, 기보증포함) 및 P-CBO 신규편입시 금리차감(0.2%p)
※ 우대사항은 ‘21년도 기준으로 재정수지 등을 감안하여 향후 변경 가능

지원효과

○ 팩토링 지원대상 및 한도
▶할인료는 구매기업의 신용도,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운용(금융기관 내 최저수준)
구분

구매기업

팩토링 한도

신용등급별 20억 ~ 30억

신용등급별 5억 ~10억

외감법인 이상

직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거래

지원 대상
팩토링 할인료

판매기업

(건설업 및 면세사업자 제외)

(구매기업의 관계기업 아닐 것)

할인수수료 부담 없음

결제기일(30일~90일) 차등적용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 031-389-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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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외상거래에 활용 가능한 신규 결제수단 확보(20억~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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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신용보증기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지원
○ 녹색보증
▶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보증
○녹색보증 운용구조
▶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을 추천하고, 추천된 기업에 대해
기후기술 평가를 반영하여 운전·시설자금 지원
- 신·재생분야의 低신용 기업에 대한 담보보완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활성화 촉진

사업개요

《녹색보증 운용구조》
신 보

2 보증대상 추천서 발급

한국에너지공단

3 보증신청
5 보증서 발급

1 추천 의뢰
4 보증심사

금융회사

6 대출실행

보증기업

○ 보증대상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및 발전기업
구분

지원내용

대상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품목*을 - 신·재생에너지(전기, 열 등)을
제조하거나 관련 기술을
생산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하는 기업

○ 녹색보증 운용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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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탄소중립특화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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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프로젝트보증

대상기업

•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cf) 충족요건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발전설비를 설치할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대상채무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시설자금

• 금융회사,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보증상대처

• 개별보증, 근보증

보증방법

• 중소기업 최대 100억
(기존신보보증과 별도로 한도부여)

• 매출액 한도
① 추정 1년 매출액 × 1/3
② 최근 1년 매출액 × 1/3
③ 당기매출액(‘20년)× 1/3

• 은행과 협의 필요(시설)

• 자본금 한도(자본금의 300%이내)
부분보증비율
보증료

• 95%
단, 채권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하향 조정 가능
• 0.2%p 인하

• 0.5% 고정요율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담서류

• 2019년～2021년 4분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기타자료(공사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등)

■ 문 의 :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ESG보증팀 ☎ 031-230-1528,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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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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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지원사업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http://www.mss.go.kr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http://www.moel.go.kr

국세청

국번없이 126

http://www.nts.go.kr

조달청

1588-0800

http://www.pps.go.kr

일자리경제정책과

031-8030-2823

특화기업지원과

031-8030-2996

창업지원과

031-8030-4264

소상공인과

031-8030-2963

투자진흥과

031-8008-2768

과학기술과

031-8008-4019

경기콘텐츠진흥원

031-623-8000

https://www.gcon.or.kr/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0

http://www.mss.go.kr/site/gyeonggi/main.do

안양과천상공회의소

031-447-9171~8

http://acci.korcham.net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http://www.semas.or.kr

기술보증기금 안양지점

031-450-1600

http://www.kibo.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000

https://www.gbsa.or.kr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https://www.gcgf.or.kr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http://www.kbiz.or.kr

경기도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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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2-707-9800

https://www.kosbi.re.kr

중소기업인력개발원

02-2124-3435

https://www.sbhrdc.re.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http://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연수원

031-490-1472

http://sbti.kosmes.or.kr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00-7119

http://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1566-5114

http://gg.kita.net/

신용보증기금

1588-6565

https://www.kodit.co.kr

한국표준협회

1670-6009

https://www.ksa.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https://www.ksure.or.kr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https://www.koreaexim.go.kr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463-0700

http://www.work.go.kr/anyang/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1644-8000

http://www.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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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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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위치 현황도
1
역
안양
8

구청
동안

1

4

33
7

만안구청

4
41

3

1
명학역

2

6
5

만안구 지식산업센터

[ 안양7동 ]
순번

역
범계

센터명

주소

연락처

2

동일테크노타운

만안구 덕천로 33

031-445-3523

3

동영벤처스텔 3차

만안구 덕천로 45

031-468-3171

4

동영벤처스텔 5차

만안구 덕천로72번길 72

031-468-1837

5

성일디지털타워

만안구 시민대로 34

031-466-4511

6

명지e스페이스

만안구 덕천로 34

031-448-1152

7

두산 명학 아너비즈타워

만안구 전파로44번길 57

031-5183-5450

8

안양 아이에스비즈타워 센트럴 만안구 안양천서로129번길 36 031-420-5000

40
37

39
42

35

38

역
금정

031-467-3000

역
금정

만안구 전파로 30

4

유천팩토피아

1

1

36

32

34
31
43

인덕
원역

4

14
13

17
12

21

22
10 11 25
20

9

16

19 18

30

시청
안양

4

26

역
평촌

24

29
15

23

28

[ 관양2동 ]
순번
9

동안구 지식산업센터

센터명
동일테크노타운 A

주소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2

27

[ 평촌동 ]
연락처
031-424-9604

10 동일테크노타운 B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39 031-422-9042

11 동일테크노타운 C

동안구 시민대로365번길 40 031-423-2190

12 동일테크노타운 7차

동안구 벌말로 140

031-424-4845

13 안양메가밸리

동안구 학의로 268

031-420-4330

14 관양두산벤처다임

동안구 학의로 250

031-596-6990

15 인덕원성지스타위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38 031-345-6114

순번

동안구 지식산업센터

센터명

주소

27 두산벤처다임

동안구 흥안대로 415

연락처
031-478-3114

28 평촌아이에스비즈타워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57-2 031-8091-3119
29 K-비즈리움

동안구 흥안대로 445

031-422-6990

30 인덕원역 더리브 하우트 동안구 시민대로 402

준공 예정일(2023. 7.)

[ 호계1.2동 ]
순번

동안구 지식산업센터

센터명

주소

연락처

31 한국프라자

동안구 엘에스로 91

031-429-4296

16 대륭테크노타운 15차 동안구 시민대로 401

031-8040-9976

32 안양디오밸리

동안구 엘에스로 76

031-479-3003

17 금강펜테리움IT타워

031-463-1115

33 신원비젼타워

동안구 전파로 88

031-478-8980

18 디지털엠파이어 A동 동안구 시민대로 387

031-8086-7699

34 안양IT밸리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39 031-343-0114

19 디지털엠파이어 B동

동안구 시민대로 383

031-8086-7699

35 LS엠트론㈜하이테크센터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39 031-8045-9429

20 에이스평촌타워

동안구 시민대로 361

031-345-8114

36 두림야스카와㈜ 안양사옥 동안구 엘에스로 112

동안구 학의로 282

21 평촌스마트베이

동안구 벌말로 123

031-426-9682

22 평촌오비즈타워

동안구 벌말로 126

031-450-3110

23 평촌디지털엠파이어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16 031-8069-5000

031-357-0350

37 안양 SK V1센터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031-990-6500

38 안양데시앙플렉스

동안구 엘에스로 122

031-8033-0100

39 호계 금정역 SK V1 센터 동안구 엘에스로 142

031-477-9952

40 안양2차 SK V1센터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118 031-5175-1000

24 평촌역 하이필드

동안구 벌말로 66

031-8084-9600

25 스마트베이2차

동안구 벌말로102번길 49

031-425-8111

42 금정역 2차 SK V1 tower 동안구 호계동 555-2

준공 예정일(2023. 2.)

031-425-3335

43 호계동 1029-4 지식산업센터 동안구 호계동 1029-4

준공 예정일(2023. 12.)

26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평촌 동안구 흥안대로457-27

41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 031-478-9685

기업의 성공, 안양시가 함께 합니다.

안양시 기업경제과
TEL 031-8045-2551~3
안양산업진흥원
TEL 031-8045-6700

FAX 031-8045-6506

www.anyang.go.kr

FAX 031-386-2330 www.ab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