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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1-1 소상공인창업자금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1,350억 원(대리대출 1,000억 원, 직접 대출 35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 초기 소상공인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 창업 초기 소상공인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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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절차
소상공인 창업자금(대리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직접 대출)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심사평가
(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소상공인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 소상공인사관학교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점포경영체험,
창업 멘토링, 창업 자금 등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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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전환자금
신성장·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생계형 업종에서 벗어나 신성장·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사업전환 소상공인 또는 향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이수자 금리 우대

대출한도 업체당 1억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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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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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공인특화자금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100억 원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 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취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심사평가
(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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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인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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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장촉진자금
창업 초기 위기 극복 및 성장 촉진 자금 지원
창업 초기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을 극복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및 개선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0억 원
지원 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1억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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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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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 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2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사업개시 1년을 초과한 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 (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장애인 기업은 금리 우대(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장애인 기업은 1억 원 한도)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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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1장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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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긴급 자금 지원
재해, 단기 침체 및 위기 극복 등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0억 원
지원 대상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매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
예측하기 힘든 구제역, 조류독감, 은행 부실, 대형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이 결정한 소상공인

FTA 체결 후 파급효과에 따라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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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 절차
신청·접수
(①전국 지자체) / ②[공단(지역센터)]

신용평가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실행
(은행)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① 재해확인증 발급
② FTA 체결에 따른 매출 피해사실 확인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대출결과 통보

신청·접수
① 전국 지자체(시·군·구청)
②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 ① 지자체에서 재해사실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②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의 FTA 매출 피해사실 확인

신용보증서 발급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 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문의처
전국 지자체(시·군·구청)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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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상공인 전환대출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지원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신용등급 6등급 이하, DTI 기준 초과

지원 내용
대출금리 고정금리(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취급금융기관 하나, 신한, 수협은행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대출실행(은행)

적격여부 검토(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평가를 통해 대출

15

신청·접수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 및 전환대출 적격 여부 검토를 통해 자금 신청

자금대출 대출 취급 금융기관
* 대출 취급은행에서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재정상태 등을 평가하여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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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임차보증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사업운영 또는 시설 확충에 자금이 필요하나, 신용등급·담보가 영세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00억 원
지원 대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의 임차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상환방식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 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 상환
대출 취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절차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심사평가
(공단)

약정 체결 및 대출
[공단(지역센터)]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기업(소상공인)평가를
통한 대출한도 금액 산정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17

중소기업청

* 임차보증금 안심 금융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간이 심사, 담보평가(권리조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융자한도 결정 후 직접 대출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전국 단일전화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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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l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l
표준산업분류

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종

46331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511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58211, 58219 중
63999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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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66

68

업

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
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자문및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9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20
71531 중
731

지주회사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일반 교과 학원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일반교과과정을 교육 혹은 보습(일정한 학과과정을 마치고 학습이
부족한 교과를 다시 보충하여 익힘)하는 산업활동

85501

* (예시) 일반교과학원, 지역아동센터(일반교과교육), 공부방(일반교과교육), 학습향상
클리닉(입시교육위주), 검정고시학원, 고입학원, 과외학원, 교습소(일반교과교습소),
대입학원, 보습학원운영, 속셈학원, 일반강습소운영(진학입시), 입시학원운영, 진학학원,
학원(일반강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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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

업

종

보건업
86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지압치료(86902)는 보건업에 해당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2
* 안마원 규모(300M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기타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중), 여관업(55112), 일반교과학원(85501), 무도장운영업(91291)을 융자대상에
포함하며,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재해피해 소상공인에 한해 융자 허용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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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상공인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50명(87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305명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지원이 안되는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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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이론교육 창업을 위한 공통·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실시
점포체험교육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80% 이내의 교육 수료생에게 체험 점포에서
경영 체험과정 제공(16주)
창업멘토링 점포 체험 단계부터 성공 창업까지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단계별 교육시간 변경
기

존

변

경

구 분
① 공통·경영교육

교육시간
90시간

구 분
① 공통·경영교육

교육시간
70시간

② 전문교육

60시간

② 전문교육

80시간

③ 점포체험교육

12주

③ 점포체험교육

신청·접수
신청방법 공단 전용교육장 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신청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전용교육장

위 치

서울 전용교육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3층

부산 전용교육장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대구 전용교육장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광주 전용교육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47, 광주상록회관 5층

대전 전용교육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신청기간 1기(2015. 12월 중 ~ 2016. 1월 중), 2기(2016. 5월 초 ~ 6월 초)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류 및 면접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선발(5개 지역 1기 수당 225명/2기 운영)
- 창업의지, 적극성, 사업계획 구체성, 전문성 및 유사경력 등 창업 준비도 및 창업마인드 평가

1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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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입교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류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필히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기타 e-러닝 수강실적 및 창업 업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처리 절차
구분

교육생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교육생 선정
결과통보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1기

'15. 12월 중 ∼ '16. 1월 중

'16.1월 말

'16.2월 초∼3월 말

'16. 4월 초 ∼ 7월 말

2기

'16. 5월 초 ∼ '16. 6월 초

'16. 6월 초

'16. 6월 중 ∼ 7월 말

'16. 8월 초 ∼ 11월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단 → 교육생

전용교육장

체험점포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811
- 공단 서울전용교육장 (02)723-0174
- 공단 부산전용교육장 (051)463-0212
- 공단 대구전용교육장 (053)353-7667
- 공단 광주전용교육장 (062)367-0136
- 공단 대전전용교육장 (042)363-7494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30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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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사관학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망 아이템 분야의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사관학교 입학시 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생 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A.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 프린팅 정밀모형 제작 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 장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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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사업 사업화 교육
신사업 분야 확산을 위한 사업화 교육
신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00명('16년 신규, 15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과정당 80시간 이내로 업종별 창업 및 기술교육
(이론교육) 창업절차, 점포 마케팅, 창업 성공·실패 사례, 창업 시 유의사항, 창업세무·회계, 사업
계획, 정책 자금 활용 등 교육
(실습교육) 업종별 전문교육, 성공업체 견학, 시장 동향조사 등 실습교육을 지원하며, 희망시
동종의 기존 점포에서 인턴 체험 지원

신청·접수
'16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신사업 사업화 교육 → 지역별 교육기관 및 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기관 모집 및 선정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운영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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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81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3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신사업 사업화 교육에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신사업 아이디어 업종이란?
A. 최근 2년 사이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업화 한 것
(예시) 3D 프린팅 정밀모형 제작 판매, 이동 반려견 미용샵, 디지털 장례업 등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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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자본 해외창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 현지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흥개도국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정보, 실전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70여 명(예산 10억 원)
지원 대상 해외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지원이 안되는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해외 인큐베이팅 기참자

지원 내용
해외창업 교육 국가별 경제동향, 창업환경, 아이템 분석, 법 제도 등 실전 창업교육 지원
해외 인큐베이팅 현지체류 및 창업활동을 통해 창업환경 및 시장조사, 상권분석, 현지 네트워크 확인
등 지원
해외창업 정보제공 대상 국가의 현지 창업 관련 법, 주요 상권, 경제동향, 소비 트렌드 등 정보 제공

신청·접수
해외창업 교육 신청접수('16. 3월) → 해외창업 교육('16. 4 ~ 7월)
해외 인큐베이팅 신청접수('16. 3월) → 대상자 선정('16. 4 ~ 7월) → 현지 창업준비 활동('16. 4 ~ 8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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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① 위탁기관 모집
및 선정

② 교육생
모집공고

③ 교육 신청·접수

④ 교육생
선정 결과 통보

⑤ 교육실시

소진공

소진공

교육생 → 위탁기관

소진공 → 교육생

위탁기관 ↔ 교육생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www.smba.go.kr / (042)481-4491, 449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지원실 www.semas.or.kr / (042)363-781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해외 인큐베이팅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자부담금은 왕복항공료와 현지에서 개인 교통비 등으로, 나머지 숙박비,
컨설팅 비용은 국비로 지원합니다.

2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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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권정보시스템
창업의 성공파트너! 상권정보시스템 sg.smba.go.kr
창업 예정지의 점포 현황, 인구구성, 주거형태,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등 상권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37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49종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상권분석 정보 제공
지도상에서 선택 지역의 인구구성, 경쟁업소 현황, 유동인구, 임대시세, 매출정보, 주요·집객시설
등의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서비스
- 상권 내 업종별 과밀정도를 평가한 지표로, 출점시 예상되는 경쟁 수준을 측정하여 성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 소비수준, 유동인구, 밀집도 등을 바탕으로 신규 출점시 매출 전망 등을 종합지수화하여 ‘경고등’
형태로 표시 : 주의(노랑) - 위험(주황) -고위험(빨강)
점포평가 서비스
- 창업 예정지의 점포 접근성, 예상 매출 등을 분석·평가해 주는 서비스
- 창업 예정지 주소, 희망 업종, 창업비용, 매장면적 등을 입력하면 카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성, 안정성, 활성도, 구매력, 유동 지수 등을 분석
점포이력 서비스
특정 점포의 과거 개·폐업 변화 이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現 위치 점포에서 과거 영업한 업소를
추적 가능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창업과밀지수
서울지역 내 치킨·편의점 2개 업종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를 7대 도시 10개 업종으로 서비스 지역과 업종을
대폭 확대
점포이력서비스
서울지역 음식점에서 전국 전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대(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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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인터넷 이용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g.smba.go.kr) 회원가입 후 이용
모바일 이용 안드로이드마켓 및 앱스토어에서 ‘소상공인마당’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후 이용

문의처
콜센터 ☎1644-530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44-530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상권정보시스템 데이터는 어떻게 구축되며 언제 갱신되나요?
A. 상권정보는 37개 국가·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49종의 데이터를 수집
하여 상권정보시스템에 수록 가능한 형태로 가공한 뒤 제공됩니다. 갱신
주기는 데이터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일단 위에서 최대 연단위로 갱신
됩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갱신 안내는 서비스별 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용어설명
▶

▶

▶

상권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정도로 상업상의 거래가 행하여지는 공간
적 범위인 Trading area, marketing area 등으로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통계청 조사·집계구, 도로망을 반영한 36만 개 블록(업소 수 50개 이상)이
2개 이상 연결된 영역을 의미
주요시설 일정한 유동인구를 규칙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 공공기관,
은행, 병원, 학교 등
집객시설 유동인구의 발생이 많은 시설로 백화점, 영화관, 대형 쇼핑 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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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상공인방송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 전문 채널
소상공인방송은 578만 소상공인과 1,372곳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전문 방송 채널로서 케이블
TV와 IP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국내 최고 수준의 창업·경영, 상권분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의 프로그램 제공
전통시장 이슈, 최근 소비동향, 신사업 아이템 등 최신 정보 프로그램
소상공인·전통시장 이슈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
소상공인·전통시장 분야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대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전통시장 네트워크
전통시장 쓰리고
별별랭크쇼
파워인터뷰 공감
상인뉴스
휴먼다큐 시장사람들
휴먼다큐 소상공인
옛것이 좋다
대한민국 골목기행
아시아 문화콘텐츠,전통시장
자급자족 소상공인
창업필살기 상권분석
소상공인 대학
창업교실
창업의 정석
소상공인닥터 시즌3
영화 속 소상공인
그들의 회식
파워컨설팅 소상공인.com
소상공인 휴먼다큐 땀방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

주요내용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전국 전통시장별 요리 재료 및 다양한 볼거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
알짜배기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는 앙케이트쇼 프로그램
전통시장분야 화제의 인물을 찾아가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련 이슈를 전하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시장상인들을 밀착 동행하여 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소상공인의 일상을 밀착 동행하여 그들의 인생을 묘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소수 물품을 전통방식대로 만드는 21세기 장인들의 이야기
여행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떠나는 기행 프로그램
아시아 각국의 전통시장을 소개
‘귀촌형 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성공창업을 위한 지역별 상권정보 소개
창업, 프랜차이즈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60개 업종의 창업 방향 및 핵심 전략을 소개
성공창업을 위한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전사례 소개
창업에 관한 전략과 노하우를 소개
영화 속 소상공인들의 성공비법을 소개
점포 진단 및 해법을 모색해보는 오락형 컨설팅 프로그램
창업, 법률, 마케팅, 재무, 정책 등 파워컨설팅 소개
열정 넘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이야기
전국 전통시장의 문화체험 및 정보를 제공

편수
100
22
27
52
238
130
130
97
52
104
52
89
80
60
50
52
52
52
197
467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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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방법
케이블TV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지역별 채널번호 안내 참조
IPTV : KT Olleh tv 255번, SK Btv 415번, LG U+ 175번
기타 소상공인방송 :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모바일 이용
*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주소 www.yestv.or.kr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597
소상공인방송 (042)363-7455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www.yestv.or.kr
전화상담 국번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상공인방송 출연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 방송 출연을 원하신다면 방송 홈페이지(www.yestv.or.kr) 출연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소상공인방송 각 프로그램의
PD, 작가가 방송 소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출연자 섭외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시청 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www.yestv.or.kr)에 접속하시어 주간 편성표를
통해 재방시간대를 확인하시면 재시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프로그램
다시보기>를 통하여 VOD로도 재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방송 출연업체 및 출연자 연락처가 궁금합니다.
A. 소상공인방송에 출연한 업체 및 출연자 연락처는 방송 홈페이지
(www.yestv.or.kr)에서 <프로그램 다시보기> 클릭 후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출연 업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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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경영전략·마케팅전략·비법전수 및 노하우 등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4,000개 업체 지원(60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일반컨설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일반 컨설팅 수혜 업체 중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실적 부진 소상공인(세부
요건은 공고문 참조)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일반 컨설팅)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경영개선 및 기술 지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성장 촉진자금 융자) 등 소상공인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 (위기 진단 후 연계 지원 : 최대 4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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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자금 소진시까지)
일반컨설팅 신청접수('16. 2월~) → 사전진단 → 컨설팅지원 → 사업성과 확인
역량 jump-up 프로그램 신청접수('16. 3월~) → 위기진단 → 연계지원 → 사업성과 확인

제출 서류
공통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등록)
기존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처리절차
일반컨설팅
사업계획 공고
('16. 1월)

컨설팅 신청
('16.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

사전진단컨설팅
(컨설팅분야 및 일수 결정)

자부담금 납부 및
전문컨설턴트 선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사후관리/성과평가

현장점검 및 결과평가

컨설팅 수행 및
결과보고

컨설팅계획서 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전문컨설턴트

역량 jump-up 역량강화
신청
('16. 3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위기진단
(연계지원 대상)

연계지원

사후관리/성과평가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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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http://con.sbiz.or.kr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4495 / 홈페이지 www.smba.go.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컨설팅 업체 부담금은 어느 시점에 납부해야 하나요?
A. (일반컨설팅)사전 진단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분야 및 컨설팅 지원일수가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문
A. (역량 점프업 프로그램) 위기 진단 후 연계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자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문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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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학협력컨설팅 지원
대학(생)의 아이디어 활용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전문 컨설턴트 포함)와 대학생으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5개 기관 (375개 업체) 지원(8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 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 전문가(교수 또는 전문 컨설턴트)와 관련 학과 대학(원)생으로 컨설팅 그룹을
구성하여 다수의 시각으로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 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위탁기관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요건 등
기존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가입자명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처리 절차
공고/신청접수

위탁기관 선정

산학협력컨설팅 시행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대학/ 소상공인

산학협력컨설팅 결과보고

사후평가 및 비용지급

추가 연계지원 및 성과측정 등

위탁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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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 컨설팅지원실 (042)363-7832~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5 / 홈페이지 www.smba.go.kr
소상공인컨설팅 홈페이지 http://con.sbiz.or.kr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산학협력 컨설팅을 받으려면 업체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A. 산학협력 컨설팅은 100% 국비지원으로, 업체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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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 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0개 업체 (2억 원)
지원 대상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승소가액 2억 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예) 물품대금, 상가 보증금, 상가 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접수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연중 자금 소진 시 까지)

제출 서류
구 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필 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소득금액 (월 260만 원 이하) 증명원 <세무서>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선 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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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신청연중

상담 및 지원결정

사건처리

소상공인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2~3 / 홈페이지 www.semas.or.kr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4495 / 홈페이지 www.smba.go.k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소송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나, 승소가액이 2억 원 이상 및 근로
관계 대응사건은 지원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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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상공인 경영교육
업종 고급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기술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3,000명(44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16,300명(48억 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개선교육(3,000명)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등을 교육 (수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 교육비 무료
전문기술교육(10,000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업종별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 (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70%까지(최대 40만 원 한도, 1인당 1회)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소상공인이 민간교육기관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직접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 도입
(10,000명)
- 온라인에 등록된 민간교육기관 목록 확인 →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희망하는 교육 수료 → 교육비
지원신청(소상공인 지식배움터, edu.sbiz.or.kr)
1)「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된 학원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평생직업교육학원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령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른 인가·등록·
신고된 교육기관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직업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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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6년 예산 소진 시 까지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소상공인 경영교육 → 교육기관 검색 → 해당 교육
기관에 교육신청 문의

처리 절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생선정 결과통보

교육실시

교육비 지원신청

교육기관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기관 ↔ 교육생

교육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821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3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 기존 사업자 교육 - 원하시는 업종 또는 지역의
교육기관을 확인하신 후 직접 문의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부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유선문의 가능
Q. 소상공인 경영교육 수강시 교육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A. 1인당 연간 1회, 교육비의 70%까지만 지원되며, 최대한도는 40만 원 입니다.
Q. 교육비를 미리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A. 수료증, 사업자등록증 등 교육 수료 확인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어,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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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동업종·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400개 설립·지원(신규 220개, 기존 180개)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
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 제외 대상 外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기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 신청 제한)
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유흥·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 학원업 등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동조합 등기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확인)

지원 내용
협업사업(1억 원 한도 내), 협업 전문 교육·컨설팅 지원
(소요비용 원칙) 정부(80%), 자부담(20%, 현금출자 원칙)
(협업사업) ① 공동브랜드 개발

② 공동마케팅(홍보)

③ 공동장소 임차

⑤ 공동R&D ⑥ 공동네트워크
(기타 사항)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

④ 공동장비 구매

48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신청·접수
온라인을 통한 신청·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홈페이지(http://coop.semas.or.kr/)
신청기간 사업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심사·평가 주요내용]
협업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협동조합의 지속성장 가능성 등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국세완납
증명서, 기타 선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처리 절차
협동
조합
체계
안정

협동
조합
활성화

① 소상공인
예비협업체 발굴·모집

② 자가진단
후 접수

③ 소상공인 협동
조합 설립지원

④ 협업 사업계획
수립지도

소진공(지역센터)

예비협업체

소진공(지역센터 등)

소진공(지역센터)

⑤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신청·접수

⑥ 지원대상 선정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⑦ 협업전문교육
및 협업사업지원

⑧ 성과점검 및
모범사례 발굴

소진공(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소진공(지역센터)

중기청&소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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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 국번없이 ☎1588-530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1~3, 7722~7 / 홈페이지 www.semas.or.kr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4495 / 홈페이지 www.smba.go.kr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협동조합이란?
A.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Q. 협동조합 종류는?
A.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 등이
있는데 이중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조합은 사업자협동
조합(생산·판매자협동조합)임.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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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나들가게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지원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제고 지원
골목슈퍼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POS 프로그램,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며,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 3,600여 개 나들가게(예산 62억 원)
신규 나들가게 모집 지원규모 제한없음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약 6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15년 지원 실적 : 총 3,4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약 3,00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 '15년 지원 실적 : 총 640개 나들가게(중복 포함)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 6개 내외 지자체
* '15년 지원 실적 : 6개 지자체 선정

지원 대상 아래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점포
① 점포 총면적 165㎡ 미만인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개인편의점
* 점포면적 : 화장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 면적

②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기기 보유 점포

지원 내용
POS 프로그램 점포유형별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
점주 선택형 사후관리 상품 진열, 간판 청소, 점포 리뉴얼, 안전 관리(소방·전기) 등 4개 항목 중 최대 3개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이용점포

공동세일전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이상 ‘나들가게 전국 공동세일전’ 지원 및 참여기회 제공
부가서비스 택배서비스, 그린 포인트 적립,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등
상품공급사 8개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자금대출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7천만 원, 정책 자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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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나들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나들가게 모델숍, 나들가게 건강관리, 교육, 지역 특화상품 개발·보급 등(지자체별 상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난해 시범 운영되었던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이 16년부터는 정규행사로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이상 개최되며, 나들가게로 운영 중인 점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함

신청·접수
'16. 1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온라인 신청(www.nadle.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59개)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or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참여신청서’는 온라인(www.nadle.kr) 또는 공단 지역센터 방문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1월)

신청·접수
('16. 1월 ~)

현장평가·선정
('16. 1월 ~)

현장교육·협약
('16. 1월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16. 1월 ~)

완료방문
('16. 1월 ~)

공단

희망점주 및
지역센터

지역센터

지역센터

설치업체

지역센터

3장 소상공인 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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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나들가게 콜센터 국번없이 ☎1566-9082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1~5, 7752~4
-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nadle.kr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3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나들가게의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8개 공식 상품
공급사(나들커뮤니케이션, 나들리테일, 아신, 더이음, 나들쇼핑, 코레일유통, 수협
중앙회, aT사이버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나들가게 POS, 스마트폰, 웹을 통해
손쉽게 상품을 비교하고 발주할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의 가격비교를 통해
동일상품 최저가 구매가 가능하며, 공급사별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은 어떤 행사이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 나들가게 상품 공급사를 통해 20~30%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100여 개
상품을 전국 동시에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행사 전 나들
가게 POS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기간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Q.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지역 특화형 나들가게의 집중 육성을 위해 평가를 거쳐 일부 지자체를 ‘나들
가게 선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에 걸쳐 최대 8억원의
정부지 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제주시, 강원 영월군, 서울 송파구의 6개 지자체가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지역 나들가게는 지자체에서 펼치는 각종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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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 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고자 하는 소상공인 또는 소규모 운영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30개 업체 내외(업체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지원 대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성장을 희망하는 예비 프랜차이즈와 신규 프랜차이즈
자격요건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신청대상
- 유망 소상공인 : 직영점(사업주 본인)1개 이상 또는 가맹점 10개 미만
- 중소 프랜차이즈 : 가맹점 10개 이상 ~ 20개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 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경영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 선택적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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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분야

항목

내용
표준매뉴얼 작성 및 가맹본부로써의 체계 구축

시스템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지원한도

* 기존 사업모델 구체화 및 내·외부 환경조사를 통해 표준화 작업

BI·CI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어 소비자에게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BI·CI 개발

캐릭터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쇼핑백, take-out 용기 등의 디자인 개발

인테리어

가맹점의 인테리어 컨셉을 도출하고 트렌드와 효율성을
접목시킨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App, QR코드 등 개발

웹 홈페이지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 개발

온라인쇼핑몰

제품 상세 페이지 등 온라인 판매 관련 개발

업체당
개발비용
80% 지원,
최대
40백만 원
(지원분야
항목별
선택가능)

신생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홍보
사진 등 마케팅을 위한 기본사항 지원

마케팅

* 팜플렛, 전단지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선배 프랜차이즈 CEO와 매칭을 통해 멘토시스템을 마련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멘토링

* 면담, 이메일 등 매칭 상담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지원내용을 종합한 지원항목 BOX에서 수요자가 선택하여 지원
기
구

존

분

① 지원분야 개별지원
- 시스템 체계 구축(신규)

변
구

80%(20백만 원)

① 지원분야 선택적 통합지원

80%(20백만 원)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연계) 80%(20백만 원)
② 시스템 체계 구축사후관리

경

지원한도

-

분

- 시스템 체계 구축(사후관리 포함)
-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 마케팅 전략수립
② 홍보 및 멘토링

지원한도
80% (40백만 원)
신규, 연계
구분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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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6. 2월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1차 서류평가 : 사업 아이템 및 성공 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 평가(50% 선정)
2차 PT 평가 : 사업에 투입될 개발회사와 매칭하여 개발계획 평가(최종 선정)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모든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최근
2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1차 통과(서류 평가)업체에 한해 2차 평가(PT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확인 대체 가능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중)

신청·접수
('16. 2월 ~ 3월)

중소기업청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금지급

1차 평가(서류)
('16. 3월 초)

지원업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차 평가 (PT)
('16. 3월 말)

지원업체 + 개발회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간평가
(중간점검)

지원업체 + 개발회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업체 선정
('16. 4월)

최종보고
(최종평가·보조금 정산 확정)
지원업체 + 개발회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산기관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55~77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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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연계 지원
가맹본부 역량 평가 및 수준별 연계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관계 등을
기업 규모별로 구분·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준별 연계 지원을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업종에 해당되는 가맹본부로써 업력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보유 직영점 1개 이상, 가맹점 10개 이상
직영점 미보유 가맹점 20개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가맹점포 수 10개 미만 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가맹 본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평가 내용
프랜차이즈 특성(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을 포함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
평가 점수에 따라 Ⅰ∼Ⅳ등급의 4단계로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연계 지원
등 급
Ⅰ등급

지원내용
우수 프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3년 연속 1등급 프랜차이즈 ‘명예의 전당’입성
우수프 랜차이즈 엠블렘 제작 및 홍보 지원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Ⅱ등급

비 고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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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Ⅲ등급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 (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Ⅳ등급

가맹본부 브랜드 재정비 지원(자율선택제, 비용의 70%, 40백만 원 한도)
- 시스템 체계 재정비
- 브랜드 디자인 분야(BI·CI, 캐릭터, 포장디자인, 인테리어)
- IT 환경 구축 분야(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 브랜드 파워 제고(마케팅 전략 수립 등)* 홍보수단 제작을 위한 지원 제외

비 고

중소 프랜차이즈 페스티벌 참가 지원(비용 일부 자부담)
공 통

프랜차이즈 산업인력 교육 지원(가맹점주, 임직원 등)
브랜드 홍보지원(공동사업설명회 등)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기업 규모별로 평가 및 등급 부여
연계 지원 자율선택 (연계 지원 사업 통합 운영)

신청·접수
상·하반기 시행('16. 4 ~ 6월 / 7 ~ 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하여 이메일
(fc@sema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평가비용 : 약 220만 원 자부담)

제출 서류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심사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1부
심사원 현장진단 평가 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재무제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확인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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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신청·접수

현장평가 및 가맹점 서베이

평가결과 확정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심사원 조사 전문업체

운영위원회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0, 395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55~77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 자부담금이 있나요?
A.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약 220만 원)이 있습
니다. 다만 수준평가 이후 연계 지원에 대해서는 비용의 70%, 최대 40백만 원
까지 국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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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소유통 통합구매
골목슈퍼와 물류센터 연계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위해 물류센터 간 통합구매·배송을 통한
유통 체계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물류센터 내외(예산 26억 원)
물류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전체 물류센터
중소유통 배송체계 구축 10개 내외
소상공인 공동구매 6개 단체

지원 대상 골목슈퍼와 상시 거래가 가능하며, 상품의 보관·판매·배송 등의 도매물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단체
지원 내용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나들가게와 물류센터를 연계한 통합구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보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중소유통 배송체계 구축 나들가게가 주문한 상품을 적시에 배송 받을 수 있는 전국 또는 지역
물류망을 구축·지원(중소유통물류센터 연계)
소상공인 공동구매 소상공인이 판매상품·원부자재·소모성 자재 등을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공동
구매 시스템 운영, 기능 개선, 교육 지원
*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 연 2회(설 명절, 추석 명절 등) 개최, 전단지, 배너 등 지원

신청·접수
'16. 1월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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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관리 대장 등
* ‘사업 참여 신청서’ 등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도 홈페이지에 공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신청·접수
('16. 2월)

현장평가·선정
('16. 3월)

현장교육·협약
('16. 3월)

사업수행
('16. 3월 ~)

정산보고
( '17. 1월)

공단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 363-7741~5, 775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 481-893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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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중소유통물류센터 선진화
중소유통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를 종합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물류 시스템 운영 효율 향상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개 물류센터 내외(예산 10억 원)
물류기반 정밀진단 전체 물류센터
시설개선 10개 내외

지원 대상 골목슈퍼와 상시 거래가 가능하며, 상품의 보관·판매·배송 등의 도매 물류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유통단체(중소유통물류센터)
지원 내용
물류기반 정밀진단
물류센터의 시설 현황 및 운영방식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정밀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
- 시설 체계 및 운영 시스템 개선 컨설팅·교육 연계 지원
시설개선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 의지가 높은 물류센터 중심으로 시설 개선 지원
- 물류 효율 향상을 입출고장 변경 및 도크 설치 등

지원 내용
'16. 2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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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사업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 ‘사업참여신청서’ 등 자세한 제출서류는 별도 홈페이지에 공지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16. 2월)

신청·접수
('16. 2월)

현장평가·선정
('16. 3월)

현장교육·협약
('16. 3월)

사업수행
('16. 3월 ~)

정산보고
( '17. 1월)

공단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물류센터

공단 물류센터

문의처
신규 나들가게 모집 관련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혁신실 (042)363-7741~5, 775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지원정책 관련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39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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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무료 상담지원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전국 59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피해상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연계 지원
(상담 지원) 기본 상담(전국 59개센터) 및 전문가 자문·상담서비스 연계지원
* 불공정거래의 행위 및 피해 구제방법, 불공정거래 신고 및 분쟁조정 방법 등에 대한 상담

(사전 예방)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 및 업종·단체별 피해 예방교육 실시
(사후 구제) 필요시 분쟁조정 관련 신청 지원, 법령·제도 개선 추진

신청·접수
전화·우편·방문을 통한 연중 상담신청 가능

제출 서류
상담 신청서

처리 절차
피해상담 신청
(연 중)
소상공인

기본상담 진행

전문가 자문 및 분쟁조정
신청 등 대응지원

법령·제도개선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전국 59개)

전문가 및 전문기관
(공정거래조정원 등)

옴부즈만,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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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1588-5302 / 유통혁신실 (042)363-7662, 7628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접속 → 참여마당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36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불공정거래의 분야 및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분야) 불공정거래 일반, 가맹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불공정
약관 등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A. (유형)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고객 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 약관 등 10여 가지의
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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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집적지구 소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현장지원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구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별로 맞춤형 현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전국 30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전체 예산 129.5억 원)
* '16년도 7개 센터 신규모집 예정

지원 대상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지역, 업종 확인 가능

지원 내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는 집적지 내 또는 인근 지역 소공인을 대상으로 특화교육, 마케팅, 컨설팅,
자율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정부 100% 보조)
* 일부 센터 사업의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화교육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마케팅 집적지 및 기술·제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홍보, 판로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 등
컨설팅 집적지 내 소공인의 경영·기술·제품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자율사업 지역·업종을 고려한 자율사업 프로그램, 공동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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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연중 신청·접수(센터별 사업 일정에 따라 모집)
* 센터별 사업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업수행

결과보고

소공인 → 센터

평가위원회

소공인

소공인 → 센터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2, 791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지원사업- 소공인 지원」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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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3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 ('15년 기준) l
시 도

시군구

분 야

기관명

대표전화

1

서울

종로구(창신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산업협회

02-741-5364

2

서울

중구(쌍림동)

인쇄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

02-2277-2922

3

서울

영등포구(문래동)

기계금속

한국소공인진흥협회

02-2634-7727

4

서울

중구(신당동)

의류봉제

한국의류업종살리기공동본부

02-745-8514

5

서울

광진구(중곡동)

의류봉제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02-919-9623

6

서울

성동구(성수동)

가죽신발

서울산업진흥원

02-2115-0909

7

서울

종로구(봉익동)

귀금속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02-742-0802

8

경기

시흥시(신천동)

기계금속

시흥산업진흥원

070-4170-5973

9

경기

화성시(팔탄면)

자동차부품

화성상공회의소

031-354-3641

10

경기

성남시(상대원동)

식료품(제과제빵)

성남산업진흥재단

031-750-2893

11

충남

금산군(금산읍)

식료품(인삼)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041-750-1653

12

대전

대덕구(상서동)

기계금속

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042-939-4827

13

대전

동구(정동)

인쇄

대전경제통상진흥원

042-226-5556

14

광주

동구(서남동)

인쇄

광주디자인센터

062-236-5013

15

광주

동구(충장동)

의류봉제(한복)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2-228-2348

16

전북

전주시(팔복동)

기계금속

전주벤처기업육성협의회

063-219-0413

17

전남

광양시(옥곡면)

기계금속

광양상공회의소

061-793-2030

18

전남

강진군(대군면)

비금속광물(청자)

강진문화재단고려청자연구소

061-430-3756

19

대구

중구(성내동)

귀금속

대구도심재생문화재단

053-661-2362

20

대구

북구(노원동)

광학(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053-358-0992

21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귀금속

부산경제진흥원

051-636-7510

22

부산

부산진구(범천동)

가죽신발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051-890-2128

23

부산

동구(범일동)

의류봉제

부산디자인센터

051-63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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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기반 시설 지원
소공인 집적지를 중심으로 전시장, 장비실, 창고 등의 공동기반 시설을 위탁기관이 구축·운영
하도록 함으로써 집적지 소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5개 공동인프라(전체예산 72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5개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대상 공동인프라 시설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지자체 산하기관, 협회·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공동인프라 시설·장비의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정부 100% 보조)
지원시설의 유형
시

설

내

용

공동창고

집적지구 내 소공인의 상품, 원·부자재 및 공동생산·구매 상품 등을
보관·관리하는 창고시설

공동전시장

집적지구 내 소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생산제품을
전시·홍보하는 시설

공동생산·연구장비

집적지구 내 소공인 간 신제품 개발, 공동(협업) 생산, 공동연구 등에 필요한
공동장비 시설

공용장비·운영시설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교육장, 장비 보관실, 공용장비 등 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전용 시설

4장 소공인 특화지원

신청·접수
'16. 1월(방문, 우편 및 이메일)
[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규 운영기관 신청·접수와 동시 모집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 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8, 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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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성장 지원
숙련기술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공인을 발굴·선정하여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전략 수립 및 판매촉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50개사 내외(전체 예산 83억 원)
* 업체당 판매촉진비 최대 20백만 원 한도(보조율 80%)로 지원
* 소공인 컨소시엄 신청의 경우 판매촉진비 최대 45백만 원 한도(보조율 80%) 지원

지원 대상 5년 이상 업력,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 (소공인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19개 업종)
* 소공인 단독 또는 협력기관(소공인)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 가능(택일)

지원 내용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에 필요한『성장전략 수립 + 판매촉진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항목

내

필수

성장전략 수립

판로개척 방안(전략, 방법, 비용, 일정 등)을 수립하는
전문가 컨설팅

선택

판
매
촉
진

용

시장조사

소비자 니즈, 경쟁사, 가격 경쟁력 등의 분석

브랜드 개발

제품 디자인 개선작업·자문, 브랜드·BI 및 포장재 개발

홍

온·오프라인 매체 광고, 홍보물 제작

보

판매행사

* 지원항목은 일부변경 가능

POP-UP 스토어 개최, 판매·전시회 참가, 바이어 초청
판매행사 등의 소요비용

정부 지원한도
5백만 원
(100% 보조)

20백만 원
(8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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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구

분

업력 제한

2015년

2016년

-

5년

신청·접수
반기별(연 2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등기우편 및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로 제출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 및 접수 여부 확인

이메일 사업담당자 이메일(sadari@semas.or.kr)로 제출

제출 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추천서,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신청 애로 해소를 위해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 전에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처리 절차
자가진단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소공인

소공인 → 공단

공단(평가위원회)

공단(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소공인 ↔ 공단

소공인

소공인 → 공단

공단 → 소공인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7904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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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기술 개발 계획부터 개발까지 소공인 단계별 지원
소공인 전용 Pre-R&D 사업으로 제품·기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진단, 계획 수립, 과제
개발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개 과제 내외(전체 예산 : 63억 원)
* 지원기업 수는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15년 지원 현황 : 365개 과제 신청(1단계 365개, 2단계 183개, 3단계 97개)

지원 대상 5년 이상 업력,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19개 업종)
지원 내용
소공인의 특성을 고려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
1단계 기술진단 지원 (최대 3MD/정부 100% 보조)
- 서류평가(1차)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술(제품·공정 등) 현황과 개발 필요성 등의
기술진단을 지원
*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기술진단 및 pre-사업계획서(약식형) 작성 등
* 단, 현장에서 기본 요건 미충족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2단계 사업 계획서 수립 지원(최대 9MD/정부 100% 보조)
- 서류평가 통과 업체와 과제기획 전문가를 매칭하여 개발 목적, 개발 내용 등 사업 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
* 단, 소공인이 희망할 경우 R&D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제출 가능

3단계 과제 개발비 지원(80% 정부 보조)
- 발표평가를 통과한 최종 소공인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과제
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지원 항목 : ① 인건비 ② 연구장비·재료비 ③ 위탁개발비 ④ 기술자문비
* 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임차비 지원만 가능(구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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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

구

분

24개 제조업종(중분류)

19개 제조업종(중분류)

업체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20%

신청·접수
'15. 12. 10 ~ '16. 1. 8 (우편·방문·이메일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공지 확인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자가진단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신청관련 서류 공지 예정

처리 절차
신청접수
('15. 12. 10 ~ '16. 1. 8)

1차 평가 *
('16. 1월)

(1단계) 기술진단
('16. 2월)

2차 평가
('16. 2월 말)

(2단계) 사업계획수립
('16. 3월)

소공인 → 공단

서류 평가

전문기관 → 소공인

서류 평가

전문기관 → 소공인

3차 평가
('16. 4월)

협약체결
('16. 4월 말)

(3단계) 과제개발비 수행
('16. 4월 말 ~ 12월)

최종결과보고
('17. 1월)

발표 평가

공단 ↔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 공 단

* 1차 평가의 경우 신청·접수 규모 및 예산에 따라 생략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17~8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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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발판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00억 원, 9,000여개 업체
지원 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또는 기 폐업한 소상공인)
연 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 지원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비영리사업자(또는 법인),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폐업단계

폐업이후 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노동부)

재기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원
전환대출 융자지원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분야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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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교육 민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취업 기본역량(면접, 이력서), 취업 정보, 개인신용 관리 등의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사업 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75만 원 분할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취업 상담 및 활동 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와 연계 지원
전환대출 융자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융자와 연계 지원

신청·접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 절차
컨설턴트 및 재기교육기관
모집·선정('16. 1)

사업공고('16. 2)

신청·접수
('16. 3)

컨설팅 및
재기교육 지원
('16. 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836~8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588-530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전직 장려수당은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업 정리 컨설팅 혹은 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취업
성공 패키지 1단계 수료 또는 취업성공)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하여 최대
75만 원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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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창업패키지
유망업종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2,000명(52억 원)
지원 대상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 내용
재창업 교육 과정당 60Hr 이내로 의식전환, 힐링 교육, 업종 전문교육 등으로 구성
재창업 멘토링 교육 이수 후 재창업까지 전담 멘토링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의욕 제고

신청·접수
'16년 연중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처리 절차
교육기관 모집 및 선정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운영

멘토링 지원

소공인

교육생 →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생

멘토링기관 → 교육생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 (042)363-7822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30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 /「2016년 지원시책」참조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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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재창업패키지 교육은 교육생 자부담금이 있나요?
A.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교육생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용어설명
Q. 특화형 업종이란?
A. 생계형 업종이나 신지식 및 기술을 가미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는 업종
(예시) 계절 꽃을 활용한 자연요리, 웰빙 발효식품 비즈니스 등

5장 소상공인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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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소기업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 업체
* 도·소매업(50억 원), 숙박·음식업 및 개인 서비스업(10억 원), 운수업(80억 원) 등

소상공인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가입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및 모집 위탁법인(시중 은행 등) 방문, 공제상담사, 우편 등
- 가입 금액 : 월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100만 원(1만 원 단위)
*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세법에 따라 이미 받은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해 과세하게 됨

공제금 지급
지급 사유 폐업, 법인 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지급 금액 적립한 부금에 연 기준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 폐업·사망 시 2.4%, 노령·퇴임시 2.1%('15.4분기 기준)
* 부금 납입 월수 48회 이하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

가입자 혜택
12개월 이상 납부 시 누적 납입금액(90%)을 한도로 대출 지원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가입 후 2년간)
수급권 보호를 위해 공제금의 압류, 담보 및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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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www.8899.or.kr / 국번없이 ☎1666-9988 /
전화 (02)2124-3342~3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899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보험과 어떻게 다른가요?
A.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채권자의 압류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지급 시기나 납입 기간에 관계없이 폐업이나
질병, 부상 등 공제사유가 생기면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또한 부금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납입부금 90% 한도 내 저리 대출이 가능하고 공제
가입 후 2년 내 가입자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 장애 발생 시 부금 월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원되는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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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등의 건립과 노후 시설의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285개 시장(808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303곳, 시장당 15억 원(805억 원)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 금액에 따라
달라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중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등
우선지원 대상시장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 복구비 보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 활성화 구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장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예방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를 하고자 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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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 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 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 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진입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상징 조형물 등) 설치
배달 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 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아케이드사업 건물주 및 토지주 사전동의율 하향(100% → 90%)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17년 지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 부서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 가능성, 시장 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동의서, 연구용역 및 컨설팅 보고서, 견적서, 시장·상인회 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첨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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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사업공고
('15. 12. 22)

신청·접수
('15. 12. 22 ~ '16. 2. 29)

현장평가·진단
('16. 3월 ~ 4월)

심의 위원회
('16. 4월)

중소기업청

시·군·구

지방청, 시·도, 전문가

시·도

최종 선정 협의회
('16. 5월)

예산 (안) 제출
('16. 5월)

예산검토 및 정부안
('16. 6월 ~ 9월)

예산확정
('16. 12월)

중소기업청

중기청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회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3, 4516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비율 및 자부담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30%), 민간부담(10%)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5%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 가능합니다.
A. 다만, 화장실, 진입도로, 상·하수도, 안전시설, 고객 편의시설, 공동물류
창고,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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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 지원 및 전통
시장 인근의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규모 135개 시장(1,001억 원)
* '15년 지원현황(991억 원) : 93곳(주차장 건립지원), 18곳(공공·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호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 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 시장 등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 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지원 내용
주차장이 부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주차장 건립 지원
부지 확보 등으로 주차장 건립 곤란시 전통시장 인근 공공·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부지 확보 확약서 징구 등 사전 준비 절차 미이행 시장 참여 제한, 부지 매입 및 자부담 확보 완료 시장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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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5. 12. 22 ~ '16.1. 20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지방중기청에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사업의 효율성, 부지 확보 등 사업추진 가능성, 시장활성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동의서, 시장자문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 융자 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연도 심사계획서(실시한 경우에 한함)
* 신청 양식은 중소기업 홈페이지(www.smba.go.kr)에 게재된 사업공고안 참조

처리 절차
사업공고
('15. 12. 22)

신청·접수
('15.12. 22 ~ '16. 1. 20)

현장평가·진단
('16. 2월)

추천 위원회
('16. 2월)

중소기업청

시·군·구

지방청, 시·도, 전문가

시·도

최종 선정 협의회 ('16. 2월 )

사업비 교부 (선정 이후, 3월 ~)

사업 추진 ('16. 3월 ~)

중소기업청

중기청 → 시·군·구

시·군·구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3, 4516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담당부서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주차환경개선 사업의 보조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비율은 국비(60%), 지방비(40%)이며, 시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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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글로벌 명품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으로 육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명품시장,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문화 관광형 시장, 1시장 1특색을 살려 대표브랜드를 창출하는 골목형 시장을
육성합니다.

지원 규모 158곳 내외 지원(96곳 선정, 558.5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선정 112곳 포함 160곳, 509억 원 지원

글로벌명품시장 10곳, 100억 원(3년간 시장당 50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78곳, 248.5억 원(3년간 시장당 18억 원)
골목형시장 70곳, 210억 원(1년간 시장당 6억 원)
- 매칭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 문화관광형, 골목형, 글로벌 명품시장은 '17년까지 165곳, 200곳, 10곳 육성 목표
-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서 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특성화 시장으로 발전 가능한 시장
* 상인조직 :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법인
지원우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골목형 시장 및 문화 관광형 시장은 기존에 문화 관광형 시장이나 문전성시(문체부)를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시장은 제외
같은 해 1개 사업만 참여 및 단계별(골목형 → 문화 관광형 → 글로벌 명품) 지원은 가능하나 역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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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시장별 특성을 발굴하여 살 거리·즐길거리·볼거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글로벌 명품시장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 육성에 필요한 글로벌 상품·마케팅, 한류공연, 외
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등
문화관광형시장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공연, 축제, 민속체험, 이벤트 등
골목형시장 1시장 1특색을 발굴하여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신메뉴 상품과 레시피 개발, 대표
브랜드 육성, 상품 진열 등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
(신청)기초자치단체 → (추천)광역자치단체 → (접수 및 평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공통) 상인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시장 활성화 수준, 상인회 조직화 수준 등
(골목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등
(문화관광형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관광 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특화된 역사 요소 등 스토리텔링 가능성 등
(글로벌 명품시장) 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특성과 상권 환경 및 지리적 환경, 사업 추진 인프라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공단)

신청서 작성
(상인회·기초지자체)

지원대상 추천
(광역지자체)

접수 및 평가
(지방중기청 또는 중기청)

'15.12. 22

'15.12. 22 ~ '16.1. 20

'16. 2월

'16. 2월 말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계획 수립
(공단, 시장, 사업수행자)

사업 추진 및 정산

'16. 2월

'16. 4월

'16. 4월 ~ '17. 2월(글로벌명품시장은 6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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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335, 4547, 456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23, 7621(글로벌명품), 7787~8, 7626(문화관광형), 7624,
7783, 7786, 7627(골목형)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시장을 다 신청해도 되나요?
A.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신청 대상이 되므로
각 사업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장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장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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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상권활성화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
개별 시장 또는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방식을 확장하여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6개 상권 활성화 구역(구역당 3년간 총 18억 원 지원, 연 6억 한도)
* '15년 지원 현황 : 6곳, 36억 원 지원('14년 선정, 국비 100%)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아래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법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구역 법적 요건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시·군·구의 인구 50만 이상은 700개, 50만 미만은 400개) 이상의
도매 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구역 내 시장·상점가의 매출액, 인구 및 사업체 수 등 3개 항목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감소(인구는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인구) 하여 해당 구역의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지원 내용
상인교육, ICT 융합 등 상인 경쟁력 강화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 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
관광(테마) 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 사업
상권 관리 기구 자생력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사업 등
* 기반 시설(건축물로 등록될 수 없는 야외무대, 공연장, 상징 조형물 등) 설치비는 당해년도 국비의 2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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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성과
'11년 ~ '13년, 6개 구역* 지원
온라인 콘텐츠(홈페이지, 앱 등) 발굴
상권별 스토리 발굴을 통한 대표이미지(BI, 캐릭터 등)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문화예술을 접목한 상권특성별 이벤트 개최로 고객 및 매출확대
* 서울 마포, 경기 성남, 강원 동해, 충북 청주, 부산 동구, 경남 창원

신규구역 운영
'14년 ~ '16년, 6개 구역지원
지원구역
경기 성남
경기 의정부

내

용

도시 상권의 재생 주체인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한 구역내 브랜드아이덴티, 행복페스티벌, 공동마케팅 및 상인
교육 등의 경영 혁신 사업 추진

충남 부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를 통한 매력 넘치는 부여 조성

전남 순천

관광(테마)거리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진행

울산 울주

전국 산악관광1번지 영남알프스마켓타운 클러스터 구축

부산 해운대

자유로운 문화와 예술 소비를 통해 자유 활동구역을 확보하고 외부 이벤트 유치 등
지속적인 문화ㆍ예술 기획 진행

사업추진체계
중기청(기획·조정·국비교부)

지자체
(지방비 및 행정지원)
지역시민단체/대학
(사업동참 및 협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활성화지원센터)(사업관리 감독)
상권관리기구
(사업시행 및 관리)

상인회
(사업동참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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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2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상권 활성 화구역 법적 요건 충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전부 만족해야
신청 가능 한가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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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온누리상품권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OK
온누리상품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시장의 매출
촉진을 위해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어느 곳에서나 사용 가능하고,
시중 금융기관(12개)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종 류 '16년 총 6,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 '15년 실적 : 약 8,500억 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판매

구매 및 사용처
구매처 총 12개 금융기관(우체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
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의 가맹점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
-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 전자온누리상품권(팔도명품상품권 포함)의 경우 총 7개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사용 가능(우체국
쇼핑, 이지웰페어, 제주전통시장쇼핑몰, 인터파크, 피쉬세일, KTM몰, e-제너두)

가맹점 신청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서를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가맹시장(가맹점)
자격요건 심사

가맹점 승인 및 등록
(DB등록)

시장·점포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가맹점 제한업종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담배·주류·모피제품·도박기계·귀금속 도매업, 금융업, 보험, 골프장운영업, 부동산업 등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제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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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전액을 국비 지원(상인 부담 없음)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안전성 확보

상품권 이미지
일만 원권(앞면)

일만 원권(뒷면)

오천 원권(앞면)

오천 원권(뒷면)

십만 원권(앞면)

십만 원권(뒷면)

오만 원권(앞면)

오만 원권(뒷면)

십만 원권(앞면)

십만 원권(뒷면)

오만 원권(앞면)

오만 원권(뒷면)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89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41, 7642, 7643, 7644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품권 콜센터 ☎1357 → 4번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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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온누리상품권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전국 전통시장 등에 16만 개 점포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
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서
가맹점 검색 및 조회도 가능하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6장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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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전통시장 ICT 육성
전통시장과 ICT의 융합
전통시장 ICT육성사업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ICT(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시장 콘텐츠(상품, 문화 등)와 ICT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16년 총 130개 전통시장 지원(예산 30억 원)
* '15년 실적 : 131곳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우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지원 내용
ICT카페 구축 PC와 프린터, 컴퓨터 책상 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ICT체험공간 조성 물품 및
인테리어
모바일POS 보급 고객 및 매출 관리,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발송 등이
가능한 모바일POS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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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시스템 보급 상인 스스로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을 제작, 발송이 가능한 프로
그램 보급
ICT추진단 운영 IT전문 인력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모바일 POS, 스마트전단지 및 쿠폰 시스템의
활용과 ICT카페 운영을 지원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
상인회에서 ICT전통시장사업 신청서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카페 구축 부지 및 상인회 사업 추진 의지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재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소진공)

신청서 작성
(상인회)

접수 및 평가
(중기청 및 소진공)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5.12. 22

'15. 12. 22 ~ '16. 1. 20

'16. 2월 말

'16. 2 ~ 3월

'16. 4월 말

'16. 12월 말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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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22, 762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ICT전통시장은 왜 특성화사업 참여시장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특성화사업은 자체적으로 상인교육, ICT융합,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
를 포함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므로, 사업의 성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
니다. 이런 신청 제한의 취지는 지원사업의 혜택이 모든 시장에 균등
배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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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청년상인 육성
전통시장 빈점포에 청년상인 육성 및 청년상인 밀집 점포 조성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하여 미래 전통시장을 이끌어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 및 청년상인 집적
지구인 청년몰 조성을 통해 청년인력의 신규 고용 창출 및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0개 시장 및 17개 시도(178.5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청년상인 육성 20개 시장 215점포, 51억 원 지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20곳 200점포 51억 원(점포당 2.5천만 원 이내, 국비 60~100%)
청년몰 조성 17개 시도 127.5억 원(시도당 15억 원 이내, 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내 빈점포(시장당 총 10점포 이상) 또는 청년몰(시장당 20점포 이상)을
조성해서 청년상인 육성을 희망하는 자치단체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 구역,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청년상인은 만 39세 이하(미성년자 제외)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지원우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자치단체 사업비용 매칭 시 우대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한 시장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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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청년상인 창업 지원 창업교육, 체험 점포 운영,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등 청년상인 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 전략업종 선정 → 공모 및 선정자 창업교육 → 체험 점포 운영 → 정식 입점 → 경영·판로지원
* 지원 제외 : 판매를 위한 재료비, 시설·집기류 등 개인 자산(비품)

청년몰 조성 편의시설·협업공간 등 기반 조성 및 점포 리모델링, 매장컨설팅, 공동마케팅 등 지원
* 청년몰 구성 → 청년상인 입점 → 공동마케팅, 점포 컨설팅·경영교육 등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
관할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평가 주요내용]
서류심사 : 시장의 사업 참여 결격여부, 가·감점 등 검토
현장평가 : 시장 입지 현황, 사업 추진 실적 및 정부사업 참여현황 등
발표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추진 인프라,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의 적정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5부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소진공)

신청서 작성
(상인회)

접수 및 평가
(중기청 및 소진공)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5.12. 22

'15. 12. 22 ~ '16. 1. 20

'16. 2월 말

'16. 2 ~ 3월

'16. 4월

'16. 4월 ~ '17. 4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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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335, 893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1, 7861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청년상인 육성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청년몰 조성 사업에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
A. 청년상인 육성과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빈점포에
청년 상인을 육성한다는 취지가 동일하므로, 모든 시장에 균등 배분이라는
정부 정책상 중복 참여는 제한됩니다.

6장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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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전통시장 대학협력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접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촉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문화·기술·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이 다양한 성과물을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22개 전통시장- 대학 (29.6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22개 시장-대학 지원(대학당 최대 1.3억 원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과 협업하는 2~4년제 대학교
*「전통시장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동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한 상점가
* 사업비 관리는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서 관리하며, 없는 대학은 산학협력단 등에서 수행
지원우대
‘대한민국 우수 전통시장’ 인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최근 3년 이내 정부포상 실적(중소기업청장상 이상)이 있는 시장

지원이 안되는 시장
(전통시장)
- 특성화 사업 참여시장(글로벌명품, 문화관광형 시장, 골목형 시장)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휴면 조합, 해지된 상점가 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대학) 중소기업청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학교
* 교육부에서 발표한 '15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대학 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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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장 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자금(대학당 최대 1.3억 원)
커뮤니티 공간 공감과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 공간 등 소비
및 놀이, 커뮤니티 공간 형성
ICT 접목 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특화상품개발 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 상품 개발,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타 업종으로 파급
이미지혁신 고객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 정비를 통한 테마 이미지 연출로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신비감 연출
*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은 시장 상인회에 귀속하며, 타사업에서 이미 시행중인 사업 성격(공동마케팅, 시장홍보,
상인교육, 장보기·배송 서비스 등)은 중복 지원 불가
* 2년 차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하위 30%는 지원 제외, 70%는 차등 지원

신청 접수
'15. 12. 22 ~ '16.1. 20
한국산학연협회 상공지원팀 방문 및 우편 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현장평가 : 사업 추진 의지, 지역 밀착성, 시장 편의성, 사업 이해도, 실현 가능성 등
대면평가 : 대학의 시장 지원 현황,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적절성, 창의성, 구체성, 기대효과 등
* (대학) 전통시장 지원 관련 학점 연계시 5점 가점, (시장) 최근 3년간 정부 사업 참여 중 포상 실적이 있는 시장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등록증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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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소진공)

신청서 작성
(시장·대학)

접수 및 평가
(중기청 및 소진공)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5.12. 22

'15. 12. 22 ~ '16. 1. 20

'16. 2월 말

'16. 2 ~ 3월

'16. 4월

'16.1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582, 7673
한국산학연협회 상공지원팀 (042)720-3331~3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대학협력 사업의 지원 연한과 지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당 2년 최대 1.3억 원 지원되며, 대학 비율에 따른 지역당 비율 할당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5개 권역)
Q. 연차에 상관없이 시장의 지원금액은 동일한가요?
A. 2년 차 시장의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상위 70%는 차등 지원하고,
하위 30%는 지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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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지원
교육·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안전점검으로 화재예방 유도
점포경영, 마케팅 등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 및 컨설팅으로 시장 자생력을 제고하고,
전문 인력(시장매니저) 지원으로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사고에 취약한 전통
시장에 안전점검 추진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등 시장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아래 지원내용 참조(87.6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상인교육 3만 명, 시장매니저 143곳 145명, 컨설팅 1,378건, 안전점검 773곳

상인교육 30,000명 목표(32.9억 원, 국비 90% ~ 100%)
상인조직역량강화(시장매니저) 140곳 140명 내외, 2년 지원(연간 18억 원, 국비 70~30%)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장 자문, 점포지도 1,100건 목표 (7억 원, 국비100%)
전통시장 안전관리 안전 점검 770곳(29.7억 원, 국비 10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 안전점검은 무등록 시장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마케팅, 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안전점검 등 사업비의 30 ~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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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교육
교육형태
상인대학
상인대학원
ICT 교육
맞춤형교육
청년상인아카데미
선진시장탐방
워크숍

내

용

(상인대학, 60곳) 점포경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 종합교육
(점포대학, 40곳) 디자인경영, VMD, POP, SNS마케팅 등 특화교육
지도자과정 : 상인회장 및 임원, 상인대학 졸업상인(5곳)
ICT 정보화 마인드 함양 및 활용능력 배양
시장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상인의식개혁, POP, 친절서비스, 외국어 등
청년창업 및 가업승계를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력 제고
국외 선진시장 견학을 통해 시설개선 및 경영기법 벤치마킹
전국단위 교육을 통한 역량배양, 네트워크 구축

상인조직 역량 강화(시장 매니저) 행정·유통분야 전문 인력 채용 시 국비 보조
* 급여 1,700천 원 기준, 시장 규모별(소, 중, 대) 국비 70~30% 지원(상인회·지자체 30~70%)

시장활성화컨설팅 시설현대화·경영혁신·상권개발·시장정비 사업 자문 및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
인테리어 등 점포 지도 제공
전통시장 안전관리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상인조직 역량 강화(시장 매니저)의 사업 기간 1년 → 2년으로 연장
* 고용불안 해소(평균 고용기간 7~10개월) 및 중기적 발전 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용이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일부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시장활성화수준, 사업수행능력, 시장선진화(원산지표시율 등), 상인회조직화 등

113

중소기업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소진공)

신청서 작성
(상인회)

접수 및 평가
(중기청 및 소진공)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5.12. 22

'15. 12. 22 ~ '16. 1. 20

'16. 2월 말

'16. 2 ~ 3월

'16. 4월

'16. 12월 ~ '17. 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상인교육, 시장매니저, 컨설팅) / (042)481-6870, 6871(안전점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1, 7844(상인교육), 7865(시장매니저), 7862(시장활성화컨설팅)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맞춤형 교육 등은 몇 명이 신청해야 시장으로 강사 파견이 가능한가요?
A. 20명 신청 시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Q. 시장매니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퇴직금 발생 시 국비 보조가 가능한가요?
A. 순수 인건비의 용도로만 지원하여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4대 보험료
(상인회부담분)와 출장비 등의 비급여적 인건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6장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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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시장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및 지역 상품전시회·우수시장박람회 개최 등 마케팅 활동 지원
홍보, 세일·경품행사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역 우수상품을 판매하는 지역 상품
전시회, 유공포상·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공동마케팅 300곳, 우수시장 박람회 1곳, 지역상품 전시회 3곳(39.7억 원)
* '15년 지원 현황 : 공동마케팅 240곳, 그랜드세일 300곳, 블랙프라이데이 200곳, 연말大행사 500곳, 총 64.2억 원 지원

공동마케팅 300곳(33.7억 원, 시장규모별 차등 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곳(4.5억 원, 국비 100%)
지역상품전시회 3곳(1.5억 원, 국비 70%, 지자체 30%)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공동마케팅, 박람회 등의 마케팅 활동은 국비 70% ~ 100% 지원
공동마케팅 추석(9월), 연말 대규모 세일 행사(11.17 ~ 12. 4) 기간 세일, 특가 판매, 경품행사 등
이벤트 실시에 따른 마케팅·홍보비 지원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공 포상, 우수시장 벤치마킹 기회 제공 및 우수상품·시장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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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공동마케팅과 연말 대규모 세일 행사 통합(300곳 지원)
* 산발적인 마케팅 행사를 통합·정례화하여,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 시장규모별 사업비 차등 지원

신청·접수
'15. 12. 22 ~ '16.1. 20(일부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혹은 팩스 송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시장 활성화 수준, 사업 수행능력, 시장 선진화(원산지 표시율 등), 상인회 조직화 등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에 게시

처리 절차
사업계획 공고
(중기청·소진공)

신청서작성
(상인회)

접수 및 평가
(중기청 및 소진공)

시장선정
(중기청, 사업수행자는
소진공에서 선정)

사업 지원

정산 및
완료보고

'15.12. 22

'15. 12. 22 ~ '16. 1. 20

'16. 2월 말

'16. 2 ~ 3월

'16. 4월

'16. 12월 ~ '17. 2월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17, 8929(공동마케팅) / (042)481-4574(전국우수시장박람회, 지역상품전시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02, 7706, 7631(공동마케팅) / 7704(전국우수시장박람회), 7708(지역상품전시회)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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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공동마케팅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세일·경품행사,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유·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
학습, 공동쿠폰 사업, 공동 포인트 제작 지원, 시장 홍보물 제작 및 송출,
홍보 전단, 홈페이지 제작, BI·CI 개발, 테마골목 브랜드, 패션쇼 등 시장
특성에 맞는 형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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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장보기·배송서비스 지원
대형마트 및 SSM에서 실시 중인 배송서비스와 차별화한 전통시장만의 장보기·배송서비스를 도입
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장보기·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규모 '16년 총 55개 전통시장 지원(예산 18.6억 원)
* '15년 실적 : 81곳 지원

지원 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 관리자

지원 내용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 홍보 및 주문관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지원내용 및 금액 : 콜센터, 배송기사,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
l 분야별 월 인건비 단가 l
구

분

월 인건비

콜센터

배송인력

장보기도우미

1,300천 원

1,500천 원

700천 원

지원비율 : 연차에 따라 국비 9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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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차별 국비 지원 비율 l
연 차

사업비 부담비율

비 고

1년차

국비 90%, 자부담 10%

-

2년차

국비 70%, 지방비·자부담 3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30%

3년차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상인회 10% 이상)

지방비 미지원시 자부담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월 인건비 단가 변경 : ('15) 콜센터 1,170천 원, 배송인력 1,360천 원, 장보기도우미 585천 원 → ('16) 콜센터
1,300천 원, 배송인력 1,500천 원, 장보기 도우미 700천 원

신청·접수
(신규) '16. 4∼5월 중
*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제출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상인회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ams.or.kr) 공지 참조

사업모집공고

사업신청

지원대상 평가

선정 심의 위원회

중기청/공단

전통시장 → 지자체 → 공단

공단

중기청

사업 시행 승인 및 사업비 지급

사업시행 및 실적보고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

사업결과보고

공단 → 상인회

상인회

상인회, 공단

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042)481-456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실 (042)363-7705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전화상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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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선정 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은 선정 후 최대 3년차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지원이 先 종료될 수 있습니다.
Q. 3년 지원 종료 후, 신규 시장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비가 지원되는 3년간 자생력을 확보하여 4년차 부터는 자생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지원 종료 후에 신규 시장
으로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참

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122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127

122

참고 1

[참고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소상공인정책자금 상담 등)
센

터

전화 / FAX

주

소

관할구역

(서울) 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2, 종로빌딩 8층
(관훈동)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서울) 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275, 비전빌딩 2층
(군자동)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 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한국산업단지 208호 공단(구로동)

(서울) 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 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부산) 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강동, 대저)

(부산) 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3층
(연산동)

부산진구, 동구(범일동),
연제구, 사상구

(부산) 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 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초량, 수정, 좌천),
강서구(일부)

(울산) 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대구) 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달서구 월배로 455 국민은행
송현동지점 5층

(대구) 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 리치프라자 2층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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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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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할구역

(경북) 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화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경북) 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 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죽도동)
신한은행 2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 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kdb 생명빌딩 21층

서구, 남구

(광주) 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 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층

(광주) 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풍동길 1, 광주은행 풍향동지점 2층
(풍향동)

(전남) 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 (남악리)

(전남) 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4층

광산구

동구, 북구
목포시,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강진군,
장성군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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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전남) 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 109, 5층
(신대리1988)

(제주) 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경기) 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 평택센터

(031)656-5302
(031)8024-5917

경기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도시공사 1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 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화성시, 오산시

(경기) 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7층 703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 성남센터
이천사무소

(031)788-7341
(031)788-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407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 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동)

(경기) 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 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 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7,
농협안양과천시지부 401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
제주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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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경기) 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안산상공회의소 3층

(인천) 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인천) 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 (부평동)

(대전) 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대전) 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대종로 540번지 동양증권빌딩 5층

(충남)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 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 (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 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 보령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 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국사 1층
(교동)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강원) 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 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 삼척센터
태백사무소

(033)554-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2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 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안산시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유성구, 서구, 대덕구

중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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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충북) 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충북) 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금릉동)

충주시

(충북) 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충북) 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 옥천센터

(043)731-0924~5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전북) 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 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시청로 30-1, 2층 (도통동)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 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 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 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경남) 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경남) 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동진로 55,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관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 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남) 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원문로 33, 담배인삼공사 3층
통영지점 (북신동 698-4)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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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신용보증서 발급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3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유의사항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참가신청 서류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 추가 공고될 예정임
* 사업 추진일정, 예산 및 지원규모 등의 일부 내용은 변경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웃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