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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책자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지방세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처리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시는 

수원시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에서는 기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수원시 관내 기업의 회계세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지방세법령, 세무조사 및 지방소득세 실무 등 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2021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방세 관련정보 및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 시책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니,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지방세의 신고·납부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 등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수원시 살림을 운영하는 귀중한 재원으로써 123만 수원시민의 

복지·안전·교육 등 삶의 질 향상에 알뜰하게 쓰여집니다.

아울러 수원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는 기업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우대받는 납세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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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	 납세자는 신고, 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

니다.

•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되고 공정한 과세에 힐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

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납세자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원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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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인구현황 연도별 인구

구별 인구 (내국인	기준)

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수원시 기본현황

수원시 인구 현황

총 인구 1,220,714

내국인 1,185,741

외국인 34,973

세대 수 507,734

*2021년	1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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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예산  (단위:	백만원)

지방세 (단위:	백만원)

예산

지방세

수원시	기본현황

수원시 예산

계 2,662,724

일반회계 2,355,322

특별회계 307,402

*2021년	1월	1일	기준

목표액 1,583,130

부과액 563,710

정리액 502,702

미납액 61,009

*2021년	3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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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3월 현재 2020년 12월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합계 1,583,130,000 563,710,866 502,268,225 1,589,686,000 1,884,558,524 1,804,070,457

도세 688,130,000 291,326,201 284,495,946 669,690,000 839,298,857 830,148,619

시세 895,000,000 272,384,665 217,772,279 920,006,000 1,045,259,667 973,9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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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지방세 개념

지방세 용도

지방세 구조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
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하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 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
복지사업, 소방시설, 교육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비 및 교육비의 증가로 지방재정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1

02

03

지방세 개요

I

도세
(6개)

지방세
(11개)

시·군세
(5개)

● 취득세
● 레저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비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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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법령

지방세 세목별 
안내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불복 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세목 주요내용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등록면허세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 등록 등에 대하여 부과
하는 ‘등록분’과 각종 면허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면허
분’으로 구분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하는 사업자에게 발매금액에 대하여 부과

담배소비세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	
가치세의 일부(‘14년 11% → ‘19년 15% → ‘20년 
21%)를 지방세로 전환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에 부과하는 ‘사업소분’<개정>,
일정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으로 구분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 등에 부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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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세목 주요내용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소유분’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주행분’으로 
구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과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소방분’으로 구분 <개정>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지방세와 함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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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 일정

• 지방세 납부 일정

월별 세목 신고·납부기한

1월 • [보통징수]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연세액*334/365*10%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9월말 결산법인)

 » 1.16. ~ 1.31.
 » 1.16. ~ 1.31.
 » ~ 1.31.

3월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연세액*275/365*10%  » 3.16. ~ 3.31.

4월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12월말 결산법인)  » ~ 4.30.

5월 •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분)  » ~ 5.31.

6월 • [보통징수] 자동차세(1기분)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연세액*184/365*10%

 » 6.16. ~ 6.30.
 » 6.16. ~ 6.30.

7월 • [보통징수] 재산세(건축물, 주택1/2)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3월말 결산법인)

 » 7.16. ~ 7.31.
 » ~ 7.31.

8월 • [신고납부] 주민세(사업소분) <개정>
•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개정>

 » 8.1. ~ 8.31.
 » 8.16. ~ 8.31.

9월 • [보통징수] 재산세(토지, 주택1/2)
• [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분납 ※연세액*92/365*10%

 » 9.16. ~ 9.30.

10월 •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6월말 결산법인)  » ~ 10.31.

12월 • [보통징수] 자동차세(2기분)  » 12.16. ~ 12.31.

매월 • [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 [신고납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신고납부] 레저세
•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10일
 » ~ 다음달 말일
 » ~ 다음달 20일

수시 • [신고납부] 취득세
•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분)
• [신고/보통] 자동차세(수시분) ※ 일할계산
• [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 취득일 ~ 60일 이내
 » 등록 시
 » 면허신청·변경 시
 » 양도·말소 시
 »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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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 세목별 신고·납부 안내

세목 납부방법 신고·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 전 등기·등록 시 : 등기·등록일 전까지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
면허세

등록분 신고납부  » 등록하기 전까지

면허분 신고납부  » (수시) 면허신청·변경 시

보통징수  » (정기) 매년 1.16. ~ 1.31.

레저세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주민세 개인분 보통징수  » 매년 8.16. ~ 8.31. <개정>

사업소분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개정>

종업원분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재산세 토지 보통징수  » 매년 9.16. ~ 9.30.

건축물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주택 보통징수  » 매년 7.16. ~ 7.31. / 9.16. ~ 9.30.  ※ 각 1/2씩

자동차세 소유분 보통징수  » (정기) 매년 6.16. ~ 6.30. / 12.16. ~ 12.31.

신고납부  » (연납) 매년 1월, 3월, 6월, 9월 말일까지

주행분 신고납부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시

지방
소득세

개인소득 신고납부  » (종합 퇴직)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법인소득 신고납부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신고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특정시설

신고납부  » 다음달 말일까지

소방분 보통징수  » 재산세 납부기한과 동일 ※ 재산세 본세와 함께 과세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기와 동일 ※ 본세와 함께 과세

보통징수 보통징수세목의 납부기한과 동일 ※ 본세와 함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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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율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취득세 부동산 상속 [농지] 2.3%
[농지외] 2.8%

무상취득 3.5% ※ 비영리사업자 : 2.8%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합유물, 총유물 분할 2.3%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
[농지 외] 4%

주택유상거래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9억원 초과] 3% ※ 법인 및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선박 상속 2.5%

무상취득 3% ※ 상속 제외

원시취득 2.02%

수입 및 주문건조 2.02%

그 밖의 원인의 취득 3%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경자동차 : 4%

이륜자동차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4%
[영업용] 4%

지방세 세율 일람표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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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취득세 차량 그 외 자동차 2%

기계장비 3% ※ 미동륵대상 : 2%

항공기 항공기 2%

그 밖의 항공기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이상 : 2.01%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2%

과점주주 2%

등록면허세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0.8%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 2% ※ 주택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00분의 50
[무상] 1.5% ※ 상속 : 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0.2%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박 소유권 등기·등록 0.02%

저당권 설정 0.2%

그 밖의 등기·등록 건당 15,000원

차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2%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3% / 영업용-2%

저당권 설정 0.2%

운수업체 등록 등 건당 15,000원

차량 그 밖의 등록 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

저당권 설정 0.2%

기계장비대여업체 	
등록 등

건당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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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등록면허세 기계장비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그 외 0.02%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담보권 설정 0.1%

그 밖의 등록 건당 9,000원

법인 영리법인 등 [설립] 0.4% ※ 최저세액 : 112,500원
[자본·출자증가] 0.4%

비영리법인 [설립] 0.2%
[자본·출자증가]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0,200원

기타 등기·등록 건당 3,000원 ~ 135,000원

면허 4,500원 ~ 67,500원 ※ 종별(1종~5종), 시·군별 차등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금액 10%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국세) 21% ※ ‘10년 5% →‘14년 11% → ‘19년 15% → ‘20년 21%

주민세 개인분 <개정> 10,000원 이하

사업소분
<개정>

기본
세율

개인사업자 50,000원

법인 50,000원 ~ 200,0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 ※ 면세점 : 연면적 330㎡ 이하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중과(1㎡당 500원)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 0.5% ※ 면세점 :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 5,0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개인 종합소득 0.6% ~ 4.5% <개정>

양도소득 0.6% ~ 7% <개정>

법인 1% ~ 2.5%

특별징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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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0.2% ~ 0.5%

별도합산과세 0.2% ~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0.07%
[골프장·고급오락장] 4%
[그 밖의 토지] 0.2%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 4%

특별·광역시 내 공장 0.5%

그 밖의 건축물 0.25%

주택 별장 4%

그 밖의 주택 0.1% ~ 0.4%
※ 1세대 1주택(6억이하) : 0.05% ~ 0.35% <개정>

도시지역분 0.14%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자동차세 승용 영업용 cc당 18원 ~ 24원

비영업용 cc당 80원 ~ 200원

그 밖의 승용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 영업용 25,000원 ~ 100,000원

비영업용 65,000원 ~ 115,000원

화물 영업용 6,600원 ~ 45,000원

비영업용 28,500원 ~ 157,500원

특수 영업용 13,500원 ~ 36,000원

비영업용 58,500원 ~ 157,500원

3륜이하 	
소형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담배
소비세

피우는 
담배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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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담배
소비세

피우는 
담배

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3종. 엽궐련 1g당 103원

4종. 각련 1g당 36원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연초·연초고형물]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 1g당 88원

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지역 자원	
시설세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세제곱미터(㎥)당 20원 ~ 200원

지하자원 0.5%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소방분 0.04% ~ 0.12%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액(개인·사업소분) 
<개정>

10%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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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방세 개요

세목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농어촌 
특별세
(국세)

취득세액 10%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감면세액

20% 
※ 감면조항에 따라 비과세 규정○

레저세액 20%

지방세 납부 안내

• 인터넷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이용가능시간

인터넷지로  » URL	 www.giro.or.kr
 » 납세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 금결원 운영시간 :	
(365일) 00:30 ~ 23:30	
※ 경남 : (영업일) 	

07:00 ~ 22:00

위택스  » URL	 www.wetax.go.kr
 » 납세정보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전자신고·납부시간 :  	
07:00 ~ 23:30	
※ 납세정보 확인 : 24시간

은행
홈페이지

 » 납세정보	 공동인증서(주민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고객번호
 » 결제방법	 해당 은행 공과금납부 

 » 은행별 상이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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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가상계좌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이용가능시간

자동이체  » 납세정보	 납부번호(납세자 주민번호)
 » 결제방법	 계좌이체	
	 ※ 신청자에 한해 전월 말일까지 반영

 » 신청시간 	은행영업일 기준	
	 (09:00 ~  22:00) 	
	 ※ 실시간 신청가능

가상계좌  » 납세정보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
 » 결제방법	 계좌이체(타행이체 가능)	
	 ※ 타행이체수수료 납세자 부담

 » 납부시간	 07:00 ~ 23:00	
	 (납기말일 23:30까지)

• 은행방문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이용가능시간

은행창구  » 납세정보	 고지서
 » 결제방법	 현금 

 »은행	영업시간	
09:00-16:00	

은행점포
무인
공과금기

 » 납세정보	 고지서, 전자납부번호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은행 영업시간	
09:00-16:00

CD/ATM기  » 납세정보	 (본인)카드, 전자납부번호 등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 ATM 영업시간	
07:00-23:30 

• 모바일

납부매체 납세정보·결제방법 이용가능시간

스마트
위택스

 » URL	 smart.wetax.go.kr
 » 앱 설치	 “스마트 위택스”
 » 납세정보	 주민번호, 전자납부번호 등
 » 결제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페이코 및 앱카드) 결제 

 » 납부시간	 07:00 ~ 23:30	
※ 납세정보 확인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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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안내

II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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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
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
득을 말함.

1. 취득의 개념
01

지방세 세목별 안내

II

윈시취득

승계취득취득

간주취득

토지 …… 공유수면매립, 간척

토지 …… 지목변경

선박 …… 건조

차량, 기계장비, 선박 …… 종류변경

건축물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건축물 ……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 제조, 조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

광업권, 어업권 …… 출원

무상승계취득 …… 증여, 기부, 상속, 민법상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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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건축물의 범위 : 건축물 및 시설(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2. 과세대상 (지방세법 §6)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등

3.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7)

※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봄.

• 부동산	 부동산 소재지
•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선박	 선적항 소재지

• 입목	 입목 소재지
• 광업권	 광구 소재지
• 어업권·양식업권	 어장 소재지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골프장 등 소재지
• 과점주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4. 납세지 (지방세법 §8)

※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본거지

※ 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등록지로 하고,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
유자의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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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세표준 (지방세법 §10)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年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
• 연부(年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 과점주주 :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총가액×지분율(또는 증가비율)
• 사실상의 취득가격 ※ 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외

※ 단,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지자체 조사결과 및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 확인된 거래 가격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
루어진 취득

①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②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내역 또는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참고> 취득가격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1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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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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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율 

• 표준세율 (지방세법 §11, 12)

구분 세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
[농지 외] 2.8%

무상취득 3.5% ※ 비영리사업자 : 2.8%

원시취득 2.8%

공유물 분할 2.3%

합유물, 총유물 분할 2.3%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3%
[농지 외] 4%

주택유상거래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9억원 초과] 3%

선박 상속 2.5%

무상취득 3% ※ 상속 제외

원시취득 2.02%

수입 및 주문건조 2.02%

그 밖의 원인의 취득 3%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외의 선박 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경자동차 : 4%

이륜자동차 2%

그 외의 자동차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4%
[영업용] 4%

기계장비 3% ※ 미등록대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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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율

항공기 항공기 2%

그 밖의 항공기 2.02% ※ 최대이륙중량 5,700kg이상 : 2.01%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2%

과점주주 2%

• 중과세율 (지방세법 §13) 	 ※ 중과기준세율 : 2%

구분 세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 증축하는 
건축물(신탁재산 포함)과 부속토지,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	
물건 취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배)

②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등,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내 공장 신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 신탁재산 포함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제외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4배)

④ ①과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⑤ ②과③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배)

•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15)

구분 세율

① 형식적 취득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 상속(1가구 1주택,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법인 합병, 공유물 합유물 분할, 건축물의 이전, 
재산분할 등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② 간주 취득 등
 » 개수,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취득 등

중과기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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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면세점 (지방세법 §17)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9. 가산세 (지방세법 §21, 지방세기본법 §53~55)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함.

구분 세율

신고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중가산세 미등기 전매 80%

납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부과고지 전 1일 0.025% ※2018.12.31.까지 1일 0.03%

8. 부과·징수 (지방세법 §18, 20)

• 징수방법	 신고·납부	방법
• 세액의 산출	 과세표준	×	세율=	산출세액
•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상속(실종)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 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 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음. <개정>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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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과세 (지방세법 §9)

※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등 제외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국가 등의 취득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

• 공동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개수로 인한 취득 ※ 대수선은 제외
• 상속개시 전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상속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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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는 경우 등 제외

※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 

• 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함.

• 면허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를 말함.

1. 정의 (지방세법 §23)

• 등록분	 등록을 하는 자
• 면허분	 면허를 받는 자 ※ 변경면허 받는 자를 포함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24)

• 등록분	 재산 소재지, 등기ㆍ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분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

3. 납세지 (지방세법 §25)

02

※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
경된 가액

• 등록분

• 면허분	 면허의 종류

4. 과세표준 (지방세법 §27)

 » 등록 당시 등록자의 신고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

 » 채권금액으로 과세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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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율 (지방세법 §28, 34)

• 등록분 	 ※ 대도시 내 등기는 3배 중과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 0.8%

소유권 이전 등기  » [유상] 2%	
※ 주택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00분의 50
 » [무상] 1.5% ※ 상속 : 0.8%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 0.2%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 0.2%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선박 소유권 등기·등록  » 0.02%

저당권 설정  » 0.2%

그 밖의 등기·등록  » 건당 15,000원

차량 소유권 등록  » [비영업용] 5% ※ 경자동차 : 2%
 »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3% / 영업용-2%

저당권 설정  » 0.2%

운수업체 등록 등  » 건당 15,000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 1%

저당권 설정  » 0.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등  » 건당 10,000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0.01%

그 외  » 0.02%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담보권 설정  » 0.1%

그 밖의 등록  » 건당 9,000원

법인 영리법인 등  » [설립] 0.4% ※ 최저세액 : 112,500원
 » [자본·출자증가]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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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분

구분 세율

인구 50만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 0.2%
 » [자본·출자증가] 0.2%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 건당 40,200원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기타 등기·등록  » 건당 3,000원 ~ 135,000원

• 등록분

• 면허분

6.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30, 35)

 »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
 » 등록 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경우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 후 추징대상이 된 경우 :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음. <개정>

 » (수시)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일시 납부 가능.
 » (정기) 매년 1.16. ~ 1.31. <보통징수>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1년 초과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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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분

• 면허분

7. 비과세 (지방세법 §26)

 »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 행정구역의 변경 등 단순한 표시변경 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면허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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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03
1. 과세대상	 (지방세법 §40)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41)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납세지 (지방세법 §41)

•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4.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42)

• 과세표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 총액
• 세율	 10%

5.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43)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신고납부 단, 경륜장 등이 신설
된 경우 신설 이후 5년간 그 경륜장 등 소재지에 80%,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20%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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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04
1.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49)

• 담배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사람

2. 납세지 (지방세법 §50)

• (담배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개정>
• (외국으로부터 담배 반입한 자)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 (그 외) 담배를 제조한 장소,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3. 과세표준 (지방세법 §51)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4.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 §48, 52)

과세대상 세율

피우는 
담배

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3종 엽궐련 1g당 103원

4종 각련 1g당 36원

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628원

[연초(고형물)] 궐련형 : 20개비당 897원	
기타유형 : 1g당 88원

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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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산세 (지방세법 §61)

• 사용계획서 미제출, 기장의무 미이행 등 : 10%
• 반출된 담배의 타용도 사용 등 : 30%

8. 과세면제 (지방세법 §54)

• 수출
•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주한외국군의 군인 등에 대한 판매
•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 등

7. 미납세 반출 (지방세법 §53)

•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것 등

•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등

5. 신고 및 납부 등 (지방세법 §60)

• 반출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에 신고 납부	
* 안분기준 : 전년도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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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05
1. 과세대상 (지방세법 §65)

•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66)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 납세지 (지방세법 §67)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4.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 §68)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5.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 §69)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21% ※ ‘10년 5% →‘14년 11% → ‘19년 15% → ‘20년 21% 

6. 신고납부 및 납입 (지방세법 §70, 71)

•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20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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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06

• 개인분 <개정>

• 사업소분 <개정>

• 종업원분

1.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75)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1년 미만 외국인 등 제외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만 해당
※	법인세 과세대상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자 제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개정내용 
•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단순화*하고, 개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 간소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

소분, 종업원분

•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
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수용성 제고
*균등분 8월, 재산분 7월 → 개인분·사업소분 8월

<참고>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지방세법 §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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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지 (지방세법 §76)

• 개인분	 주소지 <개정>

• 사업소분	 각 사업소 소재지 <개정>

•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개정 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내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330㎡초과)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개정 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좌·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 (5~20만원)
 » 연면적330㎡ 초
과 사업자 : 기본
세액 + 250원/㎡

종업원분 <좌·동>

3. 비과세 (지방세법 §77)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4.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 §78 등)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개인분 <개정> - 10,000원 이하

사업소분 
<개정>

기본세율 법인사업자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 기준)

30억 원 이하 50,000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00,000원

50억 원 초과 2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개인사업자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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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점 (지방세법 §82, 84의 4)

•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기본세율[5만원~20만원]만 부과) <개정>

• 종업원분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5천만원* 이하	
	 * 1억5천만원 = 300만원 × 50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사업소분 
<개정>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①)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2배 중과

(1㎡당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총액(②) 0.5%

• 사업소 연면적(①) 제외 대상

• 종업원 급여총액(②) 제외 대상

• 종업원의 범위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개정>
 »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
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국외근무자 제외
※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봄.

6. 징수방법 등 (지방세법 §79, 83, 84의 6)

• 개인분	 보통징수(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월 16일~31일) <개정>

• 사업소분	 신고납부(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납기 : 8월 1일~31일) <개정>

• 종업원분	 신고납부(납기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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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07

1.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86, 89)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주소지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3.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지방세법 §88)

• 개인지방소득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기간
• 법인지방소득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

2.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지방세법 §87)

• 개인지방소득

• 법인지방소득

 » 종합소득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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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 §92)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개인
지방
소득

종합
소득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1천200만원 이하 0.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2%)

10억원 초과 <개정> 3천846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5%)

퇴직
소득

- (과세표준×종합소득세율)÷12
×근속연수

양도
소득

국
내
자
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개정>

보유기간
1년~2년

 4%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21.6.1.부터 6%)

보유기간
1년 미만

5%
※ 주택, 조합입주권 : 4%(‘21.6.1.부터 7%)

그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1%

부동산과다소유법인 주식 종합소득세율+1%

미등기 양도자산 7%

주
식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

중소기업의 	
대주주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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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개인
지방
소득

양도
소득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국
내
자
산

주
식

그 외 2~2.5% 

파생상품 2%

신탁 수익권
<개정>

3억원
이하

2%

3억원
초과

6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5%

지정지역내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가격 급등우려지역 등

종합소득세율+1%
※ 보유기간 2년미만 : max(위 세율, 4~5%)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개정>

종합소득세율+1%[‘21.6.1.부터 +2%]
※ 보유기간 1년미만 : max(위 세율, 4%)  

[‘21.6.1.부터 2년만 : max(위 세율, 
6~7%)]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개정>

종합소득세율+2%(‘21.6.1.부터 +3%)
※ 보유기간 1년미만 : max(위 세율, 4%)  

[‘21.6.1.부터 2년만 : max(위 세율, 
6~7%)]

국
외
자
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출자지분)

1%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2%

파생상품 1%

법인지방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00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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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납부 (지방세법 §95)

• 개인지방소득

6.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03의 60)

• 지방소득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7. 비과세 (지방세법 §90)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 법인지방소득

• 특별징수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	납세지 외(전국) 신고접수 가능
※	지자체장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 납부서 발송 가능, 납부 시 신고 인정

 » 양도소득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발송 가능, 납부 시 신고 인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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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08
1. 과세대상 (지방세법 §105)

• 토지

• 건축물

• 주택

• 항공기 및 선박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07)

• 원칙

• 예외

 »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그 소유자 
※	지자체장이 납부서를 발송 가능, 납부 시 신고 인정

 »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미신고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주된 상속자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미신고한 경우 : 공부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매수계약자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
탁자 <개정>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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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지 (지방세법 §108)

• 토지, 건축물, 주택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 선박 선적항의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 :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항공기 등록원부상 정치장의 소재지 ※ 미등록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지

4. 과세표준 (지방세법 §110)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주택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선박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5. 세율 (지방세법 §111, 111의 2 등)

과세대상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0.5%)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작용지·임야 0.07%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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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세율

건축물 골프장·고급오락장 4%

특·광역시, 주거지역 내 공장 0.5%

그 밖의 건축물 0.2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 증설 : 5년간 5배 중과

주택 별장 4%

그 밖의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0.4%)

1세대 1주택 
특례<개정>
※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限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0.2%)

3억원 초과 42만원+(3억원 초과금액×0.35%)

선박 고급선박 5%

그 밖의 선박 0.3%

항공기 0.3%

6. 세율적용 (지방세법 §113)

• 토지

• 주택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 분리과세대상 ※ 합산 X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 주택별로 세율 적용 
 » 공동소유 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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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법 §112)

• 과세대상

8. 납기 및 징수방법 (지방세법 §115, 116)

• 납기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부과	
	 토지, 주택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징수방법	 보통징수

9.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19)

• 재산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10. 비과세 (지방세법 §109)

•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제외

•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포
함)하는 재산
※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

는 경우 제외

• 과세표준 및 세율

• 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
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 재산세 과세표준 × 0.14% ※ 재산세액(본세)에 합산하여 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 용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등이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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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제외
 » 도로(대지 안의 공지 제외), 하천, 제방(특정인의 전용 제외),구거, 유지, 묘지
 »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적 목적의 것
 » 임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
택(건축물 부분 한정)
※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임시건축물, 철거명령 건축물 제외) 및 해당 재산의 일

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는 제외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1)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6)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7)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8)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

<참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 (지방세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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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09

1. 자동차의 정의 (지방세법 §124)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127, 136)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25, 135)

• 소유분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

세목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

소유분 승용 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비영업용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승합 영업용 고속 100,000원

대형전세 70,000원

소형전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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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세율

소유분 승합 영업용 대형일반 42,000원

소형일반 25,000원

비영업용 대형일반 115,000원

소형일반 65,000원

화물 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000kg 이하 9,6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000kg 이하 18,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만kg 이하 45,000원

비영업용 1,000kg 이하 28,500원

2,000kg 이하 34,500원

3,000kg 이하 48,000원

4,000kg 이하 63,000원

5,000kg 이하 79,500원

8,000kg 이하 130,500원

1만kg 이하 157,500원

특수 영업용 대형   36,000원

소형   13,500원

비영업용 대형   157,500원

소형   58,500원

3륜이하 소형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

주행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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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

2. 경감율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산출방법 ※ 1기분 세액 기준
  = 연세액/2 - {(연세액/2 × 5/100) × (차령*-2)} * 차령 :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12년으로 봄

<참고>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소유분) 경감제도 	(지방세법 §127①2)

5. 비과세 (지방세법 §126)

• 국가 등이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 등을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4. 납기 및 징수방법 (지방세법 §128)

• 소유분	

•  주행분 <신고납부>  (지방세법 §137)

① 정기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공제)

구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 징수방법

제1기분 1월 ~ 6월 매년 6월 1일 매년 6월 16일  ~ 6월 30일 보통징수

제2기분 7월 ~ 12월 매년 12월 1일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② 수시분 <신고납부 또는 보통징수>
 » 이전등록·말소등록 시 이전등록일·말소등록일 기준 일할계산
 » 과세 ↔ 비과세(감면) 전환 시, 영업용 ↔ 비영업용 전환 시 일할계산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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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10
1. 목적 	 (지방세법 §141)

•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
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
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

2. 과세대상 (지방세법 §142)

• 특정자원분

• 특정시설분

• 소방분

 » 발전용수 ※ 양수발전용수 제외	
: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 지하수 ※ 용천수 포함, 농어촌용수 등 제외	
: 먹는 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
 » 지하자원 ※ 석탄, 10억원 이하인 광산 제외	
: 채광된 광물 

 » 컨테이너 ※ 환적·연안수송·화물 미적재 컨테이너 제외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 원자력발전	
: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화력발전 ※ 농어촌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등은 제외	
: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	
된 전력

 » 건축물 ※ 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선박 ※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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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지방세법 §143, 44)

구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광업권 등록 토지 소재지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부두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화력발전 원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재지

선박 선박의 소유자 선적항 소재지 등

4.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146)

구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 당 2원

지하수 채수된 물, 온천수 등 세제곱미터(㎥) 당 20원~10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 0.5%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 당 15,000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0.3원

소방분 건축물, 선박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0.04%~0.12%
※ 화재위험건축물 : 2배 중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 3배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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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 §148)

7. 비과세 (지방세법 §145)

• 지역자원시설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면제

•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 소방분

 »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

5. 부과 징수 (지방세법 §147)

•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신고납부> ※ 지하수는 보통징수 가능 	
: 다음달 말일까지 

• 소방분 <보통징수> : 재산세 규정 준용 ※ 재산세와 함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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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11
1. 목적	 (지방세법 §149)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 확보

2.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150)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 제외),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자 ※ 자동차 제외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개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소유분)의 납세의무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 
소유 제외

3. 과세표준과 세율 (지방세법 §151)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   2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액(개인분, 사업소분) <개정>   10% ※ 인구 50만 이상 시 : 25%

재산세액   20%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자동차세액   30%

4. 신고납부 등 (지방세법 §152)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	
	 소분을 신고·납부하는 때 <개정>

• 보통징수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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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안내

III

1. 취득세 중과세 안내

2. 기타세목 중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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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안내 (1) 적용대상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3) 중과세율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
고 및 탄약고는 제외

1. 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중과
01

지방세 중과세 안내

III

(지방세법 §13①)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
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
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
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참고>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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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 내 법인 중과 (지방세법 §13②)

(1) 적용대상 ※ 신탁재산을 포함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
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중과세율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

<참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지방세법 시행령 §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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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	
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제5호·제8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	
사업·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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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

3. 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지방세법 §13⑤)

(1) 대상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2) 중과세율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3) 범위

①	별장

• 정의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 농어촌주택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적용기준
 »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 →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 →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경우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 별장으로 봄.

②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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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급주택

④	고급오락장

• 정의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 정의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

• 범위	및	적용기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개정>
 »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부속토지 제외)
 » 1구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
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를 초과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범위	및	적용기준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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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
※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제외

4. 법인의 주택 취득 등의 중과 (지방세법 §13의2) <개정>

(1) 적용대상

(2) 중과세율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제외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취득하
는 경우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외 1~3% 1~3% 8% 12%

 »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
클럽 등)
 »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여,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100 및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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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율의 적용 (지방세법 §16)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아래의 중과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를 추징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
 »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사치성 재산) 중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
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밀억제권역 안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의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
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증설한 것
으로 봄.
※ 취득일부터 공장 신ㆍ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

•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대도시 내 법인 중과)에 따른 과
세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 그중 높은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중
과기준세율(2%) × 2배}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3배

•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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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대상 주택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1~3%)을 적용받지 않는 무허가주택(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주택 제
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중과 적용대상이 아님.(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으로 봄.

<참고>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20. 8. 12. 시행)

(1) 개정배경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
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

(2)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지방세법 §13의2①)

①	다주택자	(세대별)

②	법인

• 대상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 세율	 세대별 소유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非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
*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고하는 지역

 » 8% 적용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2%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非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 대상	 법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 포함.

• 세율	 법인이 소유한 주택 수 및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12%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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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대상 주택 및 제외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28의2)

②	주요사항

①	개요

• 저가주택
 » 개별·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다음 지역에 소재하는 저가주택은 중과대상에 포함.
* 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 공공매입임대주택 등
 » 공공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목적 주택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하지 않거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

• 노인복지주택 등
 » 노인복지주택, 가정어린이집을 운영 목적 주택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하지 않거나 3년 내 처분 시 추징 

• 환매조건부 취득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자산관리공사 등이 설립한 리츠가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주택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매도자(그 세대)가 해당 주택만 소유, 매도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
5년 이상 매도자에게 임대 후에 그 주택을 재매입 권리부여
주택가격이 5억원(지분·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함.) 이하인 주
택일 것

• 멸실 목적 취득주택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 추징

• 공공성이 높은 주택, 저가* 주택 및 농어가주택 등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 시가표준액 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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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주택
 » 주택의 시공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자 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타인이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제외

• 채권변제 주택
 »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 등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징

• 농어촌주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및 부속토지	
대지면적 660㎡, 건축물의 연면적 150㎡ 이내일 것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 다음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지정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

• 기타
 » 국가등록문화재, 사원에 대한 임대용 주택 등
 » 특수관계인(과점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사원 임대용 주택*은 제외
* 1구의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동주택

(4) 1세대의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28의3)

①	개요

②	주요사항

• (1세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항)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
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
 » 주택취득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또는 부모(주택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
 » 일정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주소를 달리 둔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
 » 소득의 40% 이상이고, 소유하는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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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합가
 »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 포함)와 자녀*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경우 65세 이상 부모와 자녀 세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봄.
* 30세 이상의 자녀,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 또는 소득이 있는 자녀

• 해외체류신고
 »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별도세대로 봄.

(5) 주택 수 산정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28의4)

①	개요

②	산정대상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조합원입주권
 » 「도시정비법」 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승계조합원 포함)
 »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
※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

• 주택분양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으로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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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주택취득일 현재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절차(납세자 신고, 과세관청 확인 등)에 따라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면 8% 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한 내 오피스텔(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함.

③	산정	제외	대상

• 중과제외주택
 »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에도 제외
 »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재개발 구역 내 주택 등 제외)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사원임대주택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함.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공사시공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 주택수 산정일 현재기준 가격요건 충족

• 주택신축판매업자
 » 주택 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재고자산)
※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상속 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특례) 영 시행(20.8.12.) 전에 취득한 상속 주택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

• 저가 오피스텔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④	산정방법

• 산정방법
 » 다주택자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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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분양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2조)

• 동시취득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 취득으로 봄.

• 공동소유
 »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상속취득
 »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거주하는 사람(주택·오피스텔 한정),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
※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봄.

(5) 일시적 2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28의5)

①	개요

②	주요내용

•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 적용 배제

•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상태에서,
 »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함.
* (일시적 2주택기간) 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1년

• 종전 주택 등
 » 종전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뿐 아니라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간주되는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됨.

 » 종전 주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가 적용되지만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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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택
 »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해당 주택으로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신규 주택이 될 
수 있음.
 » 조합원 입주권은 향후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취득 시 업무용으로 과세(4% 세율)되어 
신규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 신규 주택의 종전 주택 포함
 »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보유·취득하는 경우 미완성 주택에 대한 납세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주택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입주권 또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에 포함.

③	일시적	2주택	기간	(지방세법 §21①3, 영 §36의3)

④	추징	(지방세법 §21①3, 영 §36의3)

• 종전 주택 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 3년* 이내에 종
전 주택 등을 처분해야 함.
*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기간 기산
* 예)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3년) 내 처분

•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 추징
*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종전 주택 등도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 추징대상인 경우 8%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세액을 차감하고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
부지연가산세를 합하여 과세

(7) 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13의2②)

①	개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12% 세율 적용
* 주택공시가격을 말하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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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과	제외	주택

• 1세대 1주택자의 증여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 수증자(취득자)의 주택 소유 수와 관계 없이 증여자의 주택 소유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적격합병으로 인한 취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지방세법」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

하게 된 경우
**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③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	
	 으로 하락하는 경우

•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8)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중과	일반	경과조치

②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적용례

③	非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시	경과조치

•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일(20. 7. 10.) 이전 매매 계약자는 종전 세율 적용
 »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되, 20.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서 제출 시 별도 확인 절차 생략

• 개정법령 시행(‘20. 8. 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
터 주택 수에 산정
※ 다만, 개정법령 시행(‘20. 8. 12.)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법 부칙 제7조)

•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非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
하여 세율을 적용
※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에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非조정대상지역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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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속	주택에	대한	특례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
에서 제외
※ 지방세법 시행령(‘20. 8. 12.) 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영 부칙 제3조)

(9) 기타 적용요령

	①	사치성	재산	세율	적용

②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151①1)

	③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 동시적용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사치성재산(고급주택·별장) 중과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취득세율은 둘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8%를 합한 세율 적용(「지방세법」 제13의2 제3항)

* 예) 조정지역내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8%, 일시적 2주택 미해당)이 고급주택인 경우 8%에 8%를 합한 16% 세율 적용
* 조정지역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 제3항)에도 동일 적용

• 사치성재산 전환
 »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중과대상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 8%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추징(「지방세법」 제16조 제6항 제2호)

※ 조정지역내 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도 위 내용(「지방세법」 제13의2 제
3항 및 제16조 제6항 제2호) 동일 적용

• 현행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유상거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해당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적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대상인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예) 8% 또는 12% 적용대상 주택이라도 2%(4%-2%) 세율의 20% ⇒ 0.4%

• 부부 공동명의
 » 20. 7. 10.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새로 지분을 취득한 
배우자는 개정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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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대도시	중과	제도	개선 (지방세법 §13②) 

• 개요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 내에서 일정법인(설립·
전입 등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인 등)이 주택 취득시의 적용 세율 개선

• 적용
 »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 사원에 대한 분양·임대용 
주택의 중과 예외규정 삭제
 »  중과 제외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과 법인중과 제외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취득세율 
적용
* 다만, 동일한 물건에 2가지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지

방세법」 제16조 제5항)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이면서 대도시내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시 12%와 6.5% 

중 높은 세율(12%) 적용

기타세목 
중과세 안내 (1) 중과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
른 등기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포함)함에 따른 등기
※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 적용

1.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세법 §28②, ③)

02

(2) 중과제외 대상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p.82 참고)
※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

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
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

•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
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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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대상

(3) 중과세율

•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
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표준세율 × 3배
※ 최저한세 : 부동산 등기(6천원), 법인 등기(11만2천500원)

2. 주민세(사업소분) (지방세법§81①-2, 지방세법 시행령 §83) <세목명 개정>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
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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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대상 적용기준

•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 1.)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3) 중과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에 한함(기본세율 중과×)

• 표준세율(㎡당 250원) × 2배 = ㎡당 500원 

(1) 중과대상

• 사치성 재산 등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취득세 중과대상 중 고급주택은 제외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 신·증설

3. 재산세 (지방세법 §111)

(2) 중과세율

구분 과세대상 세율

사치성재산 별장 주택 4%

골프장
토지 4%

건축물 4%

고급오락장
토지 4%

건축물 4%

고급선박 선박 5%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증설* 건축물 1.25%(0.25% × 5배)

*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증설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중과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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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도시형 공장 제외)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500㎡ 이상인 것
•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

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의 연면적을 포함.

2. 중과세 적용기준
(1) 중과대상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중과제외 대상
•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

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

(3) 공장 증설의 범위
•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참고> 과밀억제권역 안 공장 신·증설 중과세 적용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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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 × 2배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 지하층 및 옥탑은 층수 제외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제외

①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미만인 것 제외

② 위락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 미만, 유흥주점은 33㎡ 미만, 단란주점은 150㎡ 미만인 것 제외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④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⑤ 숙박시설
※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 미만인 경우 제외

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 포함)

⑦ 공장

⑧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물류터미널, 하역장 및 집배송시설

⑨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⑩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⑪ 의료시설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⑫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4.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지방세법 §146③) <세목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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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 × 3배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유흥주점
※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판매
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③ 연면적 1만㎡ 이상인 판매시설(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또는 상점)

④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시설
※ 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 

객실 30실 이상

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

재)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에 한정

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⑦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 
※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

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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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IV

1.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5.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6.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7.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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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 일반 기업부설연구소

(2)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1. 감면대상

2. 감면율

01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IV

(지방세특례제한법 	
§46, 영 §23)

• 기업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

• 일반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 취득세 35%, 재산세 3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취득세 60%, 재산세 50% 

• 일반기업, 과밀억제권역 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 취득세 45%, 재산세 4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취득세 70%, 재산세 60%



88

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4. 추징규정 (취, 재)
•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

을 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
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
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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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조성하는 
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①)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②)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02

(지방세특례제한법 
§58)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감면대상

(2) 감면혜택

(3) 일몰기한 : 2023. 12. 31.까지 <개정>

(3) 추징규정 (취, 재)

(2) 일몰기한 : 2023. 12. 31.까지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
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0% 감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하는 자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재산세 중과세율* 미적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
지역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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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려는 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③)

4.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④)

(1) 감면대상 및 감면율

(1) 감면대상자

(3) 추징규정 (취, 재)

(4) 추징규정 (취)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
동산 :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50% 경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7.5%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37.5% 경감

(2) 일몰기한 : 2023. 12. 31.까지 <개정>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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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①)

2.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②)

(1) 감면대상자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4) 추징규정 (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	
센터를 설립하는 자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경감

•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경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37.5% 경감
※ 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포함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37.5% 경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은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

03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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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추징규정 (취)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개정>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
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
세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
동산 :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
세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 제외)하는 부
동산 :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 50% 경감
※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04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영 §2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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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몰기한 : 2023. 12. 31.까지 <개정>

4. 추징규정 (취)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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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05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4) 추징규정 (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
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35% 경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

•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 50%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
 »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35% 경감 

(1) 감면대상자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①)

2. 물류단지 내 물류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②, 영 §33)

(지방세특례제한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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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징규정 (취)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

•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경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25%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25% 경감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4) 추징규정 (취)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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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06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①~③, 영 §3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35% 경감

•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 재산세 35% 경감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 60% 경감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35% 경감, 재산세 35% 경감
 »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35%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 60% 경감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35%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35% 경감
 » 사업시행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포함) :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35% 경감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 60% 경감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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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 사업시행자 외의 자(입주기업)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
 »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

(2) 산업단지 등의 범위

(1) 감면대상자

(4) 추징규정 (취, 재)

2. 사업시행자 외의 자(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8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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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대상 및 감면율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50% 경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를 경감
※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 75% 경감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 취득세 25% 경감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제외

(4) 일몰기한 : 2022. 12. 31.까지

(5) 추징규정



99

IV .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
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면제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
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 2년)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
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3) 감면 적용기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07

(지방세특례제한법 
§79, §80)

•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
•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

(1) 감면대상자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79, 규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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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

 ‐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
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위 외의 경우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지방세법」 제4조
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
가표준액의 차액

(4) 일몰기한 : 2021. 12. 31.까지

(5) 추징규정 (취, 재)

•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
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
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감면대상자

(2) 감면대상 및 감면율

2.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80, 규칙 §8)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

•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
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
 »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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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면 적용기준

(4) 일몰기한 : 2021. 12. 31.까지

•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
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
※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 포함.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

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은 제외) 포함.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

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
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봄.

 ‐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 이
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

하지 않을 수 있음.

•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
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
※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

 » 초과액의 산정기준
 ‐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
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 위 외의 경우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
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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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징규정 (취, 재)

•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
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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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V

1. 세무조사의 이론

2. 세무조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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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이론

1. 세무조사의 의의 (지방세기본법 §140 등)

01

지방세 세무조사

V

(1) 세무조사란?

(2) 조사대상

(3) 조사종류

•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
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
※ 범칙사건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

• 법인과 개인 모두가 그 대상
※ 일반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반세무조사
 »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 특별세무조사
 »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 직접세무조사
 »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

• 서면세무조사
 »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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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세무조사
 »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
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 부분세무조사
 »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4) 기대효과

• 직접적	 탈루세원 발굴, 이해관계자 권익보호, 기업신용도 제고, 허위 신고나 	
	 오류 방지 등

• 간접적	 납세자 성실납세 유도, 기업재무구조 건실화, 대외 신뢰도 확보 등

2. 세무조사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
 »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함.)
 »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함.
 »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이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함.

• 세무조사의 부과권의 행사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대로 적용함.

•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
를 납세의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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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근거
(1)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지방세기본법 §140)

(2) 관계서류의 열람복사 등 (지방세기본법 §141, 지방세법 §19)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3) 조사비례의 원칙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세무공무원
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
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하거나, 납세의무자와 
금전 또는 물품의 거래가 있는 자 및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 	
또는 확인하고자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임.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 실시하
여야 함.

• 정기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할 때에는 취득물건, 성실신고납
부현황 등을 참작하여 서면조사대상, 직접조사대상 등을 구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후 조사에 임해야 함.

•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토지, 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 등기, 등록 기타 현황에 대한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지방세 조사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

•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기관은 매각(연부매각 포함)하면 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청에 통보(신고)하여야 하는 바, 통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를 확인·조사하고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이 규정 또한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가 됨.

•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함.

• 세무조사대상 선정 시 불요불급한 법인을 관계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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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근거규정

취득세  » 신고 및 납부 의무 (지방세법 §20)
 » 매각재산 통보 의무 (지방세법 §19)
 » 과점주주의 과세자료 통부 의무 (지방세법시행령 §11)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 및 납부 의무 (지방세법 §30)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세법 §32)

지방소득세(소득분)  » 특별징수의무 이행 (지방세법 §103의13)
 » 사업장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과세 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88)

재산세  » 신고의무 (지방세법 §120)

(3)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기본법 §153)

(4) 지방세관련 범칙행위 처벌 (지방세기본법 §102~§114)

(5)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규칙

•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한 것 

이외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국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

정임.

• 이 규정은 지방세 조사의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고, 다만 부과 징수에 있

어서 그 원칙과 절차 및 해설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운영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세무조사운영 규칙을 제

정하여 활용하는 경우 그 규칙이 지방세 세무조사의 근거 규정이 됨.

• 지방세 범칙사무
 »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
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수색, 
고발하는 조사활동과 관련된 사무

4. 각 세목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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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근거규정

자동차세(주행분)  » 신고 및 납부 의무 (지방세법 §137)

레저세  » 신고 및 납부 의무 (지방세법 §43)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시의 납세여부 확인 (지방세법 §38)

주민세(사업소분)
<개정>

 » 신고 의무 (지방세법 §84)

담배소비세  » 제조·수입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 §55)
 » 개업·폐업 등의 신고 (지방세법 §57)
 » 기장의무 (지방세법 §59)
 » 신고 및 납부 의무 (지방세법 §60)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개정>

 » 재산세 준용 (지방세법 §147②)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특별징수의무 및 신고납부의무 (지방세법 §147①)

5. 납세자 권리 보호 
(1)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지방세기본법 §76②)

•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지방세기본법」 제83
조 제1항)를 하며 세무조사 개시 시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함.

•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방법은 직접조사 시와 서면조사 시로 구분함.
 » 직접조사 시 : 세무조사 책임자가 세무조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지방세
기본법시행규칙」 제62조 별지 제99호 서식 : 세무조사원증)를 관계인에게 
제시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세무조사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대행하여야 함.
 » 서면조사 시 :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이 서면자료를 제출할 때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우편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
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송부토록 함.

(2) 청렴서약서 작성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35)

•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및 대리인(변호
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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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지방세기본법 §81)

• 조세전문가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조력의 범위(보조행위)

 » 세무조사 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나, 납세자를 배제한 채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사 등 포괄적으로 대신 받
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진술이 없이 조세전문가의 의견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음.
 » 세무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
리가 배제됨.

(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지방세기본법 §78)

(5)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
여야 함.

• 2011년부터는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기관은 최소한의 범
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중복적으로 재조사하지 못하는 요건을 명
확히 하는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신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
였음.

조사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
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방세기본법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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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흐름

02
1. 세무조사 기본 흐름 (‘21년 기준)

법인 명부 작성
(2월 말)

세무조사 업무계획 수립
(3월 초)

세무조사 실시
(3월 이후)

납세자가 신고·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관계서류 추가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의 적정 여부 조사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회계	
장부 등을 통해 지방세 신고·

납부의 적정여부 조사

세무조사 결과 통지<개정>
(조사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서 면 조 사 직 접 조 사



112

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2.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 납세자의 납세현황과 지방세 부과 및 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함.

• 다만, 정기선정의 대상 건수가 연간 5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함.

•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음.
※ 재산의 취득유형,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지방세 감면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지방세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자본금이 50억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서 정하
는 금액(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 5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지방세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특별세무조사 대상자

•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함.
 »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
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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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조사 실시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지방세기본법 §83)

•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조사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조사 개시 시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함.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별첨하는 조사 연
기 신청서, 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1.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4) 

(2) 세무조사의 기간

• 조사기간은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착수하고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으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 지연 등으로 기간 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로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
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참고> 비밀유지 (지방세기본법 §86)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
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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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함.

<참고> 납세자의 협력의무 (지방세기본법 §79) 

(3) 결과통지 <개정>

• 세무조사를 마친 후에는 20일 이내 서면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함.
※ 결과통지 생략 가능 사유
 » 납기 전 징수사유(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개시 등) 발생 시
 »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위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공시송달의 경우 4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동봉하여 송부하며,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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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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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기본법

2. 지방세징수법

3. 지방세법

4. 지방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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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2021년 주요 개정세법

지방세기본법

01

2021년 주요 개정세법

VI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법인 분할 등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부담 	
합리화(법§44)

연대납세의무 한도

<신설>  »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
하여 납부

연대납세의무 적용 기준 시점

 »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 분할등기일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기간 명확화 및
합리화(법§85)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 조사를 마친 후 빠른 시일 내
※ 세무조사 운영규칙 : 7일 이내

 »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 공시송달 요건 해당 : 40일 이내

부분 결과통지 허용

<신설> (다음 사유 해당 & 납세자 동의 시, 해당 
부분 제외하고 결과통지 허용)
 » 국외 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
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 
진행
 » 세법해석·사실관계확정 위해 행안부장
관과 질의절차 진행
※사유 소멸 시 : 20일 이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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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과세예고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대상
합리화(법§88 등)

과세예고 통지대상

<추가 신설>  »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제외 사유

<신설>
※ 현재 적부심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과

세예고의 실익도 없는 경우

 » 「지방세법」 상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
는 경우
 » 신고 후 미납분 세액 납세고지
 » 수시부과 사유에 따라 납세고지
 » 국세에서 결정ㆍ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세고지
 » 납기전 과세사유에 따라 납세고지
 » 불복심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나고, 이
에 따라 재조사한 후 과세하는 경우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법§89 등)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시·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포상금 지급대상
합리화 등(법§146)

포상금 지급대상

 »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중략)

 » 지방세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중략)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영§6)

신고납부기한 등 연장사유

<추가 신설> (지방소득세에 한정)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사, 공인회계사 등이 화재 등 재해를 입
거나 장부를 도난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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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02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근거  
마련(법§11의2)

  둘 이상 지자체에 분산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

<신설>
※ 현행 징수법상의 제재 요건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출국금지) 3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 5백만원 이상

 »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징수법상의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자치단
체의 장이 해당 제재조치 수행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영§15의1)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 3천만원 이상 체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최근 2년간 미화 5만불 국외송금
 » 미화 5만불 상당 국외재산 발견(중략)

• 3천만원 이상 체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최근 2년간 미화 3만불 국외송금
 » 미화 3만불 상당 국외재산 발견(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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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03

• 취득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R&D 차량 등 미등록  
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명확화	
(법§12, 영§23①)

실험·연구(R&D)용 차량 등 미등록대상 차량의 취득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 	
: 1천분의 70(7%) (중략)
 » 그 외의 차량 취득세율 	
: 1천분의 20(2%)

 »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에서 R&D 차량 
등 미등록대상 자동차 제외 	
: 그 외의 차량 취득세율(2%) 적용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법적근거 신설  
(법§20, 30)

대위등기권자의 지방세 신고 근거규정

<신설>  » (신고자) 채권자대위자
 » (신고납부의 효력) 본 납세 의무자에 귀속
 » (과세관청 의무) 신고접수 시 본 납세의
무자에 통보
 » (신고자 권리) 신고한 취득세·등록면허
세 납부확인서 발급

고급주택 중과세 요건  
개선(영§28④)

고급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상향, 건축물 가액기준 폐지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 (건축물가액) 9천만원 초과

 » (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
 » (건축물가액) 폐지

관리처분대상 주택의 
일시적 2주택 기준 	
개선(영§28의5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예정인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 확대

 »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라 멸실예정주택
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일
시적 2주택 적용 기준 	
: 멸실예정 주택을 처분기한	
(3년,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
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내 매각 또는 
멸실하여야 함

 »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종전 주택
에서 일시 거주를 위해 대체취득하는 신
규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 사업 일정 차질 등으로 주택이 처분기
한 내 멸실되지 않더라도 이주한 때를 
처분한 것으로 봄. ※ 소급적용

주택건설 목적 멸실	
예정 주택 취득 중과 	
제외 대상 추가 및 	
기준 마련(영§28의2)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신설>
※ 현행 ‘주택조합’ 또는 주택 건설사업자

만 중과 제외 

 » ‘조합주택설립추진위원회’ 중과 제외 
대상 포함



121

VI . 2021년 주요 개정세법

• 등록면허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공제율 폐지	
(법§35①)

등록면허세(면허분) 연납제도

 » 연납 시 다음연도 납부세액에 연납공제
율(10%) 적용

 » 연납제도는 유지하되, 연납 공제율 미
적용(폐지)

• 담배소비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법§47)

과세대상 담배

<추가 신설>
※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연초의 ‘잎’

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과세대상

 »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연초의 뿌
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한 것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주택건설 목적 멸실	
예정 주택 취득 중과 	
제외 대상 추가 및 	
기준 마련(영§28의2)

중과 제외 기준

<신설> 사업종류 중과제외 멸실
주택 범위

재개발재건축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주택조합

모든 주택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부동산 중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

기타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 주택비율50%↑	
: 모든 주택
 » 주택비율50%↓	
: 신축부동산 중	
주택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

적격분할로 인한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	
(영§28의2, 28의6)

적격분할로 인한 미분양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규정 신설

<신설>  » 인적분할(무상) 또는 물적분할(유상)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불
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 중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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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법§74 등)

주민세 과세체계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내
개인
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330㎡초과)

종업원분 사업자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8월)

<좌 동>

사업소분
(8월)

사업자  » 모든 사업자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330㎡	
초과 사업자	
: 기본세액+250원/㎡

종업원분 <좌 동>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표준에서 출산휴가자  
급여 제외(영§78의2)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산정시 출산휴가자 급여 제외

<추가 신설>
※ 현행 과세표준(급여총액)의 제외 대상 

급여 : 「소득세법」 상 비과세 대상 급여, 
육아휴직자에 대한 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휴
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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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법§92①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1억5천만원 3.5
1.5~3억원 3.8
3~5억원 4.0
5~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지방소득세 반기 특별
징수의무자 납세지 	
규정 개정	
(법§103의13)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반기납부 납세지

 » 납세의무 성립 당시(매월 급여 지급 시) 
납세지에 각각 납부

 » 반기 종료일(6.30. 및 12.30.)의 납세지에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제도 개선  
(법§103의19 등)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신설>
※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은 법인

세 과세표준과 동일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 납부세액
을 제외한 금액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과세표준 100
외국납부세액 차감 2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75
법인지방소득세율 2%
산출세액 1.5

※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
은 경우로 한정

※ 당해연도 미차감액은 향후15년간 이월
차감 가능

※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14~19년) 미차
감액의 경우 10년간 이월차감 또는 경
정청구(~21.6.30.까지) 선택가능

 » 제출서류, 이월방법 등 
 » (제출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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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제도 개선  
(법§103의19 등)

<신설>  » (제출기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 단,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법
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가능

 » (이월방법) 이월된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차감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한도 명확화	
(영§100의18)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결손금

<신설>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소급공제를 
받은 금액

국세와 동반개정	
(개정내용 생략)

지방소득세 신탁세제 개선(법§87① 등)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법§103의3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혜택 기준 변경(법§93⑫)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법§93⑰)

• 재산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등 (법§106, 
107, 119조의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위탁자

신탁재산의 체납처분

수탁자에 체납처분(해당재산)  » 위탁자 재산 우선 체납처분
 » 수탁자에 물적납세의무 부여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법§111조의2, 	
112, 113)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신설

<신설>
※ 현행 주택분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체계

 »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 (방식)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 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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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법§111조의2, 	
112, 113)

<신설>
※ 현행 주택분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체계

 » (효과) 감면율 22.2~50%
※ 감면액은 최대 18만원
 » (기한) 3년간(‘21~‘23년) 한시 적용, 
‘23년 재검토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
과분의 0.1%

3만원 ~
7.5만원

38.5 ~
50%

1.5~3억 이하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
과분의 0.2%

7.5만원 
~
15만원

26.3 ~
38.5%

3~3.6억 이하
(공시 5~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
과분의 0.35%

15만원 ~
18만원

22.2 ~
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명확화(영§102)

산업단지개발사업 

 » (대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소유·시행 토지
 » (기간)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조성
공사 완료

 » (대상)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제공 토지
 » (기간)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분양·
임대 완료 시(조성공사 완료 후 5년 한
도)까지
※ ‘21.1.1. 현재 미분양된 산업 단지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을 준공일로 간
주, 동일하게 5년 한도 내 분리과세 
적용

현행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

분양,임대 완료
(5년 한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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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 지역자원시설세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자동차세 연납시 적용 
공제이자율 명확화
(영§125⑥)

연납공제율 시행령 신설

<신설>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연납시기 개정 전 개정 후
산출금액 한도

1월 연세액의 10% 연세액×334/365×
10%

연세액의 10%

3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연세액×275/365×
1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6월 제2기분 세액의 10% 연세액×184/365×
10%

제2기분 세액의 10%

9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제2기분 세액×92/184
×1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분류체계·과세목적 	
정비(영§136~139)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과세목적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특정
부동산분

건축물,선박 소방시설 
재원

건축물,토지 기타 공공
시설 재원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
너, 원전, 화전

자원보호,
개발,환경
개선,지역
균형개발

세분류 과세대상 목적
소방분 건축물, 선박 소방재원

<삭제> ※ 이중부담 우려 등 해소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지역개발,
주민생활
환경개선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원전, 화전

화력발전 과세대상 	
조정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 과세제외	
(영§136)

화력발전의 납세의무자

 »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연료의 종류와 관계없음 단, 바이오연

료는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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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04

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임대등록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 감면    
규정 정비
(법§31, 영§13)

임대 등록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장기임대기간) 8년  » (장기임대기간) 10년

친환경건축물 감면	
연장 및 기준 정비	
(법§47의2, 영§24)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감면대상 취득세
경감률(%)

녹색인증
최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0%

에너지효율
1등급

5%

녹색인증 
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5%

에너지효율
1등급

3%

감면대상 취득세
경감률(%)

녹색인증
최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10%

녹색인증 
우수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5%

제로에너지건축물 감면 기준

감면대상 취득세
경감률(%)

건축물 
또는 	
주택

1등급

15%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감면대상 취득세
경감률(%)

건축물 1등급
20%2등급

3등급
4등급 18%
5등급 1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감면

 » 에너지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55% 이상

 » 에너지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 6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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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개요 개정전 개정 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법§47의4, 	
영§24의2)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법§47의4, 영§24의2)

<신설>  »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의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 ~ 100일 이내 인증포함)
 » (경감률) 5%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 규정 정비	
(영§126)

‘신고세목’, ‘부과세목’으로 구분하여 감면신청기한 체계화

세목 제출기한
취득세 취득일 ~ 60일
등록면허세 등록 전, 면허증서 발급 전 

or 송달 전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 ~ 10일

(재산분) 과세기준일 ~ 30일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 이내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기준일 ~ 30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 10일

분류 세목 제출기한
신고세목 취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등

신고하는 	
때 등

부과세목 재산세, 	
지자세(소방분), 	
주민세 개인분

과세기준일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자세
(특정자원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10일 이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차량 등록에 따른 감면신청 세목 확대

취득세 신청 가능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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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세금정보

VII

1.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제도 

2. 가산세 제도

3. 징수유예 제도

4. 지방세 구제제도

5.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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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유용한 세금정보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제도

01

유용한 세금정보

VII

1.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 §49)

(1) 대상

(2) 요건

(3) 절차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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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력 (지방세기본법 §35의2) <개정>

•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하는 효력을 가짐.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

•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경정 등의 청구 (지방세기본법 §50)

(1) 대상

(2) 요건

(3) 절차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
할 때

•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
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경
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
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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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지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함.

•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
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감
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가능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
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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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 후 신고	 (지방세기본법 §51)

(1) 대상

(3) 통지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기본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
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납기 후의 과세
표준 신고서(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구분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 ○ × ×

과세관청의 통지의 의무 × ○ ○

가산세 감면* ○ × ○

<참고>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비교

* 가산세 감면은 ‘2. 가산세 제도’에서 자세히 설명 (p.136, 1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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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가산세율 법령

무신고 일반 20% 지방세기본법 §53

부정 40%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일반 10% 지방세기본법 §54

부정 40%

납부지연 1일 0.025%  
※ 한도 : 75%

지방세기본법 §55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3% + 1일 0.025%
※ 한도 : 10%

지방세기본법 §56

종류 종류 가산세율 법령

취득세 미등기전매 80% 지방세법 §21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등 작성과 보존 불이행

10% 지방세법 §22의2

레저세 레저세 납세의무자의 장부 비치 
의무 불이행

10% 지방세법 §45②

가산세 제도

02
1. 가산세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52)

2. 가산세의 종류

(1) 대상

(1) 공통

(2) 개별세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자에게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함.
※ 단,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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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종류 가산세율 법령

담배소비세 사용계획서 미제출, 기장의무 불
이행 또는 거짓 기장 등

10% 지방세법 §61①

해당 용도에 미사용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등

30% 지방세법 §61②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
부터 제81조의13까지,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
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10% 지방세법 §99 등

※	단, 2019년 과세기간 및 2020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지
방세법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
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
과하지 아니함.

3. 가산세의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 §57)

(1) 대상

• 면제 대상
 »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26①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감면 대상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3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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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율

구분 감면대상 가산세 감면율

수정신고(①)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기한 후 신고(②)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후 통지(③)

납부지연가산세 50%

양도분 개인지방
소득세 예정신고 	
확정신고기한
(④)

무신고가산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5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
산세

예정신고○
→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50%

(2) 절차 등

•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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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제도

03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고지유예	 납세 고지를 유예
 » 분할고지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 고지된 지방세(또는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 징수유예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

1. 종류	(지방세징수법 §25, §25의2)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

예의 특례에 따름.

• 위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요건	(지방세징수법 §25)

•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음
※ 유예기간 중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3. 유예기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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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수유예 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음.

• 신청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 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제출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음

• 승인 및 통지
 » 징수유예 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

5. 절차	(지방세징수법 §25의3, 영 §32)

4. 유예기간의 특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1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있음.

6.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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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7. 담보의 제공	(지방세징수법 §27)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25)

 »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
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 고지된 지방세(또는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지방세징수법 §25의2)

 »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 징수유예 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
는 체납처분(교부청구 제외)을 할 수 없음.

8. 징수유예 등의 효과	 (지방세징수법 §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
 »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 징수유예 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음.

9. 징수유예 등의 취소	 (지방세징수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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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제도

04
1.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88)

(1) 청구대상 <개정>

(2) 청구제외 대상 <개정>

(3) 절차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 과세예고통지

•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
요한 경우 등 

•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
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

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결정의 종류 : 불채택, 채택, 일부 채택, 심사제외, 재조사 등

•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다만, 지방세기본법 §150,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

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
은 경우 제외

<참고> 과세예고통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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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
※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 하는 경우는 제외

•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 하는 경우 제외

2. 이의신청,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90 등)

(1) 청구대상

(2) 청구제외 대상

(3) 절차

※ ‘21년부터 심사청구 제도 폐지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
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제외

• 지방세기본법 §121①에 따른 통고처분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① 이의신청
•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적어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시·군세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② 심판청구
•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143

VII  . 유용한 세금정보

(4) 대리인 선임의 범위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신청(청구)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의신청인(심판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①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함.
※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취소, 경정, 재조사 등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다음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음.
 » 각하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의신청 금액이 100만원 이하로서 유사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이 있었던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② 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준용

※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취소, 경정, 재조사 등

※ 결정기간(90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

(5) 결정 등 <개정>

(6) 청구의 효력

•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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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43 등)

4. 행정소송 (행정소송법)

(1) 청구대상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절차

(3) 결정

•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도지사·시장·군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여야 함.
※ 결정의 종류 : 각하, 시정요구, 기각 등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1년부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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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05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
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음. 
※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징수법 §105)

• 가산금 (지방세징수법 §30)

 »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3%) ※ 1회만 가산

• 중가산금 (지방세징수법 §31)

 » 체납된 지방세의 1개월 마다 1만분의 75(0.75%) 
※ 매월 가산
※ 매월 가산되나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음.(세목별 판단)

2. 독촉	(지방세징수법 §3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
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함.
※ 독촉에 대한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20일 이내

3. 체납처분의 절차 (지방세징수법 §33 등)

• 독촉 → 압류 → 매각(공매)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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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손처분 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

5.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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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기본현황

Ⅰ

   3. 경기신용보증재단  58

   4. KOTRA 59

 5. 고용노동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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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업지원시책 신청 및 문의처  85

 2. R&D관련 홈페이지 안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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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수원델타플렉스 현황

•입주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입주업체수

계

종업원수

1블록 2블록 3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계 830 359 118 241 55 416 253 163 16,537 4,298 2,908 1,390 1,224 10,705 10,096 919

제조업 694 274 117 157 55 365 248 117 15,734 3,805 2,908 897 1,224 10,705 10,018 687

비제조업 136 85 1 84 0 51 5 46 803 493 0 493 - 78 232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 분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창업관 성장관

운영목적 우수 벤처기업 육성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집중 육성

성공적인 창업과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    치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3,4층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 6층)

팔달구 향교로 160
지하1층 ~ 지상6층

팔달구 행궁로  
98 교동빌딩 
지상 2층~5층

규    모
2,908㎡(880평)
기업입주시설 13개실
기업지원시설 1개실

9,243㎡(2,796평)
기업입주시설
- 중소기업 24개실 
- 1인 기업 13칸
- 메이커스페이스 1개실
-    기업지원시설(대회의실 1개,  
세미나실 2개, 미팅룸 6개)

1,866㎡
보육실 43개실

1,612㎡(489평)
보육실 20개실

입주업종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1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1인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기업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입주분야
지식산업, 정보통신,  
기타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분야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집약 및 지식서비스 분야

임대방식
3년
(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중소기업 3년
   (평가 후 2년 연장가능)
•1인 창조기업 1년
   (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한 재계약(3년) + 
입주 연장 평가(2년)
(총 입주기간 5년 이내, 창업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Ⅰ. 기본현황 

수원시 기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체수 49,559 4 32 49,523

수원시 등록공장 현황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3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수 1,256 5 105 1,146

종업원수 59,848 37,140 10,884 11,941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

업종
연도

계
식품
음료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고무

비
금속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기계 기타

2020년 1,256
(100)

32
(2.5)

30
(2.4)

8
(0.6)

41
(3.3)

50
(4.0)

7
(0.6)

1
(0.1)

68
(5.4)

576
(45.9)

133
(10.6)

263
(20.9)

47
(3.7)

※ 주요업종(기계, 전기·전자, 의료정밀) 비중 : 77.3%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현황
(단위 : ㎡, 개)

연번 지   역 면  적
전체
기업수

벤처
기업수

지정
일시

고시
일시

비고

계 1,364,325 796 168

1
성균관대학교 BI센터 

및 연구소
98,302 39 18 2011.

12.26.
2012.
6.21.

중소벤처기업부 
제2012-14호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BI센터 8,513 31 8

3 수원델타플렉스 1블록 287,246 340 35

4 수원델타플렉스 2블록 122,855 47 11

5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1단계 648,373 339 65 2016.
9.13.

2016.
12.5.

중소벤처기업부 
제2016-69호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2단계 199,036 31 2020.
6.25.

2021. 2월 
고시 예정

※ 수원시 벤처기업 : 738개 (제조,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기준)

6 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수원델타플렉스 현황

•입주업체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입주업체수

계

종업원수

1블록 2블록 3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계 830 359 118 241 55 416 253 163 16,537 4,298 2,908 1,390 1,224 10,705 10,096 919

제조업 694 274 117 157 55 365 248 117 15,734 3,805 2,908 897 1,224 10,705 10,018 687

비제조업 136 85 1 84 0 51 5 46 803 493 0 493 - 78 232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설     

구 분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창업관 성장관

운영목적 우수 벤처기업 육성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집중 육성

성공적인 창업과 강소기업으로 육성

위    치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3,4층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 6층)

팔달구 향교로 160
지하1층 ~ 지상6층

팔달구 행궁로  
98 교동빌딩 
지상 2층~5층

규    모
2,908㎡(880평)
기업입주시설 13개실
기업지원시설 1개실

9,243㎡(2,796평)
기업입주시설
- 중소기업 24개실 
- 1인 기업 13칸
- 메이커스페이스 1개실
-    기업지원시설(대회의실 1개,  
세미나실 2개, 미팅룸 6개)

1,866㎡
보육실 43개실

1,612㎡(489평)
보육실 20개실

입주업종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    창업 10년 이내의 신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중소·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1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1인 예비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기업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입주분야
지식산업, 정보통신,  
기타 신기술 및 기술  
집약형 분야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집약 및 지식서비스 분야

임대방식
3년
(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중소기업 3년
   (평가 후 2년 연장가능)
•1인 창조기업 1년
   (평가 후 2년 연장 가능)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한 재계약(3년) + 
입주 연장 평가(2년)
(총 입주기간 5년 이내, 창업일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Ⅰ. 기본현황 

수원시 기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업체수 49,559 4 32 49,523

수원시 등록공장 현황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계 30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체수 1,256 5 105 1,146

종업원수 59,848 37,140 10,884 11,941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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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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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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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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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8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현황 

•건립완료 : 21개소 (단위 : ㎡, 개)

연번 센 터 명 소 재 지 면  적 기업유치수

1 팩토리월드 영통구 삼성로 274(원천동) 63,688(지하2층/지상10층) 164

2 우만공단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2(우만동) 9,806(지하2층/지상8층) 8

3 썬테크노빌 영통구 덕영대로1471번길 77(망포동) 4,439(지하1층/지상5층) 8

4 삼성테크노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97(원천동) 20,127(지하2층/지상7층) 52

5 성신테크노 영통구 영통로323번길 38(매탄동) 8,564(지상6층) 17

6 수원벤처프라자Ⅰ 영통구 삼성로168번길 48(매탄동) 4,687(지하1층/지상5층) 2

7 수원벤처프라자Ⅱ 영통구 신원로283번길 47(매탄동) 1,636(지하1층/지상5층) 5

8 디지털엠파이어Ⅰ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영통동) 158,647(지하2층/지상14층) 574

9 수원첨단벤처벨리Ⅰ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고색동) 40,636(지하1층/지상10층) 127

10 디지털엠파이어Ⅱ 영통구 신원로 88(신동) 142,403(지하2층/지상15층) 423

11 수원휴먼스카이밸리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고색동) 36,226(지하1층/지상10층) 116

12 수원영통이노플렉스Ⅰ 영통구 신원로 306(원천동) 59,385(지하4층/지상11층) 120

13 수원영통이노플렉스Ⅱ 영통구 신원로 304(원천동) 24,489(지하4층/지상11층) 51

14 에이스광교타워Ⅰ 영통구 대학4로 17(이의동) 46,691(지하3층/지상10층) 251

15 수원첨단벤처벨리Ⅱ 고색동 32블록 1롯트 84,831(지하2층/지상8층) 355

16 에이스광교타워Ⅱ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91(이의동) 33,540(지하4층/지상15층) 94

17 광교센트럴비즈타워 영통구 창룡대로 260(이의동) 45,210(지하3 /지상12층) 110

18 에이스광교타워Ⅲ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7(이의동) 35,112(지하4층/지상15층) 220

19 ㈜덴티움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76(이의동) 63,296(지하4층/지상15층) 4

20 에이스아이엔드타워 영통구 영통로 237(신동) 32,345(지하4층/지상10층) 110

21 엠제이아이티밸리 팔달구 장다리로 328(인계동) 8,354(지하3층/지상15층) 131

 
•건립중 : 5개소 (단위 : ㎡, 개)

연번 센 터 명 소 재 지 면  적
기업

유치(예정)수

1 테크트리 영통 신동 478-6 외 4필지 84,467(지하3층/지상15층) 200

2 스마트윙 영통 원천동 246 외 2필지 29,823(지하2층/지상14층) 180

3 프리마비즈센터 호매실동 1405-2 45,628(지하2층/지상6층) 321

4 영통현대테라타워 원천동 381-1 85,585(지하1층/지상14층) 500

5 수원델타원 고색동 1098-2 64,583(지하2층/지상8층)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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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현황 

•건립완료 : 21개소 (단위 : ㎡, 개)

연번 센 터 명 소 재 지 면  적 기업유치수

1 팩토리월드 영통구 삼성로 274(원천동) 63,688(지하2층/지상10층) 164

2 우만공단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2(우만동) 9,806(지하2층/지상8층) 8

3 썬테크노빌 영통구 덕영대로1471번길 77(망포동) 4,439(지하1층/지상5층) 8

4 삼성테크노 영통구 중부대로448번길 97(원천동) 20,127(지하2층/지상7층) 52

5 성신테크노 영통구 영통로323번길 38(매탄동) 8,564(지상6층) 17

6 수원벤처프라자Ⅰ 영통구 삼성로168번길 48(매탄동) 4,687(지하1층/지상5층) 2

7 수원벤처프라자Ⅱ 영통구 신원로283번길 47(매탄동) 1,636(지하1층/지상5층) 5

8 디지털엠파이어Ⅰ 영통구 덕영대로1556번길 16(영통동) 158,647(지하2층/지상14층) 574

9 수원첨단벤처벨리Ⅰ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고색동) 40,636(지하1층/지상10층) 127

10 디지털엠파이어Ⅱ 영통구 신원로 88(신동) 142,403(지하2층/지상15층) 423

11 수원휴먼스카이밸리 권선구 오목천로132번길 33(고색동) 36,226(지하1층/지상10층) 116

12 수원영통이노플렉스Ⅰ 영통구 신원로 306(원천동) 59,385(지하4층/지상11층) 120

13 수원영통이노플렉스Ⅱ 영통구 신원로 304(원천동) 24,489(지하4층/지상11층) 51

14 에이스광교타워Ⅰ 영통구 대학4로 17(이의동) 46,691(지하3층/지상10층) 251

15 수원첨단벤처벨리Ⅱ 고색동 32블록 1롯트 84,831(지하2층/지상8층)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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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10 1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업 (화학강화로 생산, 제조업)
-   국내에서 유일 독점 납품하는 장비 생산업체로 향후 예상수주량의 국내외 

 확장으로 신규설비 수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2~3%)를 시에서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금리우대기업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지원율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3 ~ 3%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 ⇄ 은행) (은행 → 시) (시 → 업체, 은행)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협약은행(기업·하나·신한·씨티·국민·농협·우리은행 전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 

주요
사례 ●△△기업 (운송업)

- 코로나19로 여행기피·금지로 인해 고객,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례보증 지원업종 확대로 보증지원 다각화하여 경영상 어려움 극복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 일부 지원제한업종(☞ 공고문 참조)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률

보증추천 업체당 3억원 이내 5년 이내 95 ~ 100%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보증서
발  급 ➞

대출실행

(업체 ⇄ 신보) (신보 → 시) (시 → 신보) (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수원지점) 031-888-545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

주요
사례 

2 

10 1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업 (화학강화로 생산, 제조업)
-   국내에서 유일 독점 납품하는 장비 생산업체로 향후 예상수주량의 국내외 

 확장으로 신규설비 수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2~3%)를 시에서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금리우대기업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지원율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3 ~ 3%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 ⇄ 은행) (은행 → 시) (시 → 업체, 은행)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협약은행(기업·하나·신한·씨티·국민·농협·우리은행 전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 

주요
사례 ●△△기업 (운송업)

- 코로나19로 여행기피·금지로 인해 고객,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례보증 지원업종 확대로 보증지원 다각화하여 경영상 어려움 극복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 일부 지원제한업종(☞ 공고문 참조)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률

보증추천 업체당 3억원 이내 5년 이내 95 ~ 100%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보증서
발  급 ➞

대출실행

(업체 ⇄ 신보) (신보 → 시) (시 → 신보) (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수원지점) 031-888-545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

주요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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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10 1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업 (화학강화로 생산, 제조업)
-   국내에서 유일 독점 납품하는 장비 생산업체로 향후 예상수주량의 국내외 

 확장으로 신규설비 수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2~3%)를 시에서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금리우대기업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지원율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3 ~ 3%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 ⇄ 은행) (은행 → 시) (시 → 업체, 은행)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협약은행(기업·하나·신한·씨티·국민·농협·우리은행 전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 

주요
사례 ●△△기업 (운송업)

- 코로나19로 여행기피·금지로 인해 고객,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례보증 지원업종 확대로 보증지원 다각화하여 경영상 어려움 극복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 일부 지원제한업종(☞ 공고문 참조)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률

보증추천 업체당 3억원 이내 5년 이내 95 ~ 100%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보증서
발  급 ➞

대출실행

(업체 ⇄ 신보) (신보 → 시) (시 → 신보) (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수원지점) 031-888-545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

주요
사례 

2 

10 1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업 (화학강화로 생산, 제조업)
-   국내에서 유일 독점 납품하는 장비 생산업체로 향후 예상수주량의 국내외 

 확장으로 신규설비 수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자금 확보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2~3%)를 시에서 지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

 ■금리우대기업 :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등(☞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지원율

운전자금
업체당 

5억원 이내

5년
(1~2년 거치, 

2~3년 균분상환)

 일반기업 : 2%
 우대기업 : 2.3 ~ 3%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 ⇄ 은행) (은행 → 시) (시 → 업체, 은행)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협약은행(기업·하나·신한·씨티·국민·농협·우리은행 전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안정과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 

주요
사례 ●△△기업 (운송업)

- 코로나19로 여행기피·금지로 인해 고객,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례보증 지원업종 확대로 보증지원 다각화하여 경영상 어려움 극복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 일부 지원제한업종(☞ 공고문 참조)을 제외한 전 업종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보증한도 보증기간 보증률

보증추천 업체당 3억원 이내 5년 이내 95 ~ 100%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보증서
발  급 ➞

대출실행

(업체 ⇄ 신보) (신보 → 시) (시 → 신보) (신보 → 업체) (은행 ⇄ 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수원지점) 031-888-545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 추천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도록 지원

주요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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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12 1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3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융자(대출)지원 및 은행 대출 금리 일부 감면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감면

운전자금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1년

(최대 3년 연장)
0.47 ~ 1.87%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기업은행 각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기업은행 각 지점 ☎ (동수원지점) 031-239-657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우리시와 IBK기업은행과의『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기업 (건설업)
-  코로나 발생으로 발주기관(조달청 등)이 방역을 위한 예산 우선배정으로 
시설공사 발주예산 배정지연, 공사수주 감소 등 극복을 위한 자금 조달 

주요
사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4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사  업  비 : 1,200백만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특례보증 지원 900
출연금의 10배

(90억원)까지 보증 지원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00
특례보증 신청업체의 보증금액 
1%인 수수료, 초년도 1회 지원

1개 업체당 30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례보증 제한업종 : 유흥 및 도박·향락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절차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접수
➞

서류, 
현장심사 ➞

추천요청
➞

추  천
➞

보증서발급,
수수료지원 ➞

대출실행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1577-5900
 ■담당부서 : 수원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228-2268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추천을 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2 1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3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융자(대출)지원 및 은행 대출 금리 일부 감면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감면

운전자금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1년

(최대 3년 연장)
0.47 ~ 1.87%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기업은행 각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기업은행 각 지점 ☎ (동수원지점) 031-239-657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우리시와 IBK기업은행과의『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기업 (건설업)
-  코로나 발생으로 발주기관(조달청 등)이 방역을 위한 예산 우선배정으로 
시설공사 발주예산 배정지연, 공사수주 감소 등 극복을 위한 자금 조달 

주요
사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4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사  업  비 : 1,200백만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특례보증 지원 900
출연금의 10배

(90억원)까지 보증 지원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00
특례보증 신청업체의 보증금액 
1%인 수수료, 초년도 1회 지원

1개 업체당 30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례보증 제한업종 : 유흥 및 도박·향락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절차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접수
➞

서류, 
현장심사 ➞

추천요청
➞

추  천
➞

보증서발급,
수수료지원 ➞

대출실행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1577-5900
 ■담당부서 : 수원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228-2268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추천을 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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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12 1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3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융자(대출)지원 및 은행 대출 금리 일부 감면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감면

운전자금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1년

(최대 3년 연장)
0.47 ~ 1.87%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기업은행 각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기업은행 각 지점 ☎ (동수원지점) 031-239-657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우리시와 IBK기업은행과의『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기업 (건설업)
-  코로나 발생으로 발주기관(조달청 등)이 방역을 위한 예산 우선배정으로 
시설공사 발주예산 배정지연, 공사수주 감소 등 극복을 위한 자금 조달 

주요
사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4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사  업  비 : 1,200백만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특례보증 지원 900
출연금의 10배

(90억원)까지 보증 지원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00
특례보증 신청업체의 보증금액 
1%인 수수료, 초년도 1회 지원

1개 업체당 30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례보증 제한업종 : 유흥 및 도박·향락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절차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접수
➞

서류, 
현장심사 ➞

추천요청
➞

추  천
➞

보증서발급,
수수료지원 ➞

대출실행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1577-5900
 ■담당부서 : 수원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228-2268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추천을 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2 1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3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융자(대출)지원 및 은행 대출 금리 일부 감면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구 분 대출한도 대출기간 이자감면

운전자금
 • 중소기업 : 2억원 이내

 •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1년

(최대 3년 연장)
0.47 ~ 1.87%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심사
추천 ➞

선정
결정통보 ➞

대출실행

(업체⇄은행) (은행→시) (시→업체, 은행) (은행⇄업체)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 기업은행 각 지점

 ■공고문 게시 : 수원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공고·고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기업은행 각 지점 ☎ (동수원지점) 031-239-657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31-228-3283

우리시와 IBK기업은행과의『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에 따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기업 (건설업)
-  코로나 발생으로 발주기관(조달청 등)이 방역을 위한 예산 우선배정으로 
시설공사 발주예산 배정지연, 공사수주 감소 등 극복을 위한 자금 조달 

주요
사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4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12.(자금 소진 시까지)

 ■사  업  비 : 1,200백만원
 ■지원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아래 한 가지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거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개월이 경과한 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특례보증 지원 900
출연금의 10배

(90억원)까지 보증 지원
1개 업체당 3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00
특례보증 신청업체의 보증금액 
1%인 수수료, 초년도 1회 지원

1개 업체당 30만원 이내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융자기간 : 1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출금리 : 취급은행 금리(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례보증 제한업종 : 유흥 및 도박·향락 및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지원절차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결정

접수
➞

서류, 
현장심사 ➞

추천요청
➞

추  천
➞

보증서발급,
수수료지원 ➞

대출실행

경기신보 경기신보 신보→시 시→신보 신보→신청자 신청자↔은행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1577-5900
 ■담당부서 : 수원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31-228-2268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관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수원시의 추천을 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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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14 1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5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개요 ■시상인원 : 총 7명(종합대상 1명, 부문별 1명씩 6명)
       - 종합대상 
       -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창출, 노사화합 
   ■수상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① 본사나 주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②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

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창업보육센터·수원시 기업 입주시설·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수상자 특전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트로피 및 상장 수여(훈격 : 수원시장)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조례 제13조)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부여(1회 10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2% → 2.3%)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진행절차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시 지역 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함 

으로써 중소기업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및

2차 심사
➞

결과발표 및
시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6

사업개요 ■기      간 : 2021. 7. ~ 8.
 ■사 업 비 : 2억원 내외(도비포함)

 ■재원부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종업원 10인 이상∼200인 미만

     -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종업원 10인 미만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수요자 모집공고(www.suwon.go.kr) 및 접수 2021. 7. ~ 8.
    ※ 사업계획서(자부담 및 유지동의서 포함) 제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031-228-2286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식산업센터 : 10년 이상 노후된 주차장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 :  소기업 작업대 및 적재대 설치로 효율적 작업환경 개선
●㈜□□□ : 전기(LED조명) 및 창호공사로 쾌적한 작업공간 조성

사업수요조사
(21.7~8월)

➞

현장실사조사
(21.10월)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1.12월) ➞

지원대상 
최종 선정
(22.1월)

수요파악 공고 접수·
현장실사(수원시)

표본실사조사
(경기도)

협의회 심의
(경기도)

예산조정
(경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 지 원 내 용

노동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업)
30백만원 이내

기숙사, 샤워실, 식당, 휴게공간  
및 소방시설 개·보수 등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준공 10년이상) 60백만원 이내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전기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50명미만 제조업)
20백만원 이내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집진장치 설치 등

주요
사례 

14 1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5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개요 ■시상인원 : 총 7명(종합대상 1명, 부문별 1명씩 6명)
       - 종합대상 
       -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창출, 노사화합 
   ■수상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① 본사나 주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②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

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창업보육센터·수원시 기업 입주시설·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수상자 특전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트로피 및 상장 수여(훈격 : 수원시장)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조례 제13조)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부여(1회 10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2% → 2.3%)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진행절차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시 지역 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함 

으로써 중소기업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및

2차 심사
➞

결과발표 및
시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6

사업개요 ■기      간 : 2021. 7. ~ 8.
 ■사 업 비 : 2억원 내외(도비포함)

 ■재원부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종업원 10인 이상∼200인 미만

     -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종업원 10인 미만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수요자 모집공고(www.suwon.go.kr) 및 접수 2021. 7. ~ 8.
    ※ 사업계획서(자부담 및 유지동의서 포함) 제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031-228-2286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식산업센터 : 10년 이상 노후된 주차장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 :  소기업 작업대 및 적재대 설치로 효율적 작업환경 개선
●㈜□□□ : 전기(LED조명) 및 창호공사로 쾌적한 작업공간 조성

사업수요조사
(21.7~8월)

➞

현장실사조사
(21.10월)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1.12월) ➞

지원대상 
최종 선정
(22.1월)

수요파악 공고 접수·
현장실사(수원시)

표본실사조사
(경기도)

협의회 심의
(경기도)

예산조정
(경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 지 원 내 용

노동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업)
30백만원 이내

기숙사, 샤워실, 식당, 휴게공간  
및 소방시설 개·보수 등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준공 10년이상) 60백만원 이내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전기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50명미만 제조업)
20백만원 이내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집진장치 설치 등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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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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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개요 ■시상인원 : 총 7명(종합대상 1명, 부문별 1명씩 6명)
       - 종합대상 
       -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 및 벤처, 일자리창출, 노사화합 
   ■수상후보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① 본사나 주공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제조 기업으로 공장등록업체 
              ②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중 공장등록이 안된 경우 
                -     현재 사용 중인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상 공장, 제조

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
                     - 창업보육센터·수원시 기업 입주시설·지식산업센터·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기업
              ③ 문화콘텐츠산업 기업 중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수상자 특전   (※ 유효기간 : 시상일로부터 3년)

   ■트로피 및 상장 수여(훈격 : 수원시장)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운영조례 제13조)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 신청 시 가점부여(1회 10점)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이차보전 추가지원(2% → 2.3%)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진행절차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시 지역 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함 

으로써 중소기업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심사
(서류 심사)

➞
위원회 구성 및

2차 심사
➞

결과발표 및
시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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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      간 : 2021. 7. ~ 8.
 ■사 업 비 : 2억원 내외(도비포함)

 ■재원부담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종업원 10인 이상∼200인 미만

     -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 종업원 10인 미만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수요자 모집공고(www.suwon.go.kr) 및 접수 2021. 7. ~ 8.
    ※ 사업계획서(자부담 및 유지동의서 포함) 제출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031-228-2286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지식산업센터 : 10년 이상 노후된 주차장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  
●○○○㈜ :  소기업 작업대 및 적재대 설치로 효율적 작업환경 개선
●㈜□□□ : 전기(LED조명) 및 창호공사로 쾌적한 작업공간 조성

사업수요조사
(21.7~8월)

➞

현장실사조사
(21.10월)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1.12월) ➞

지원대상 
최종 선정
(22.1월)

수요파악 공고 접수·
현장실사(수원시)

표본실사조사
(경기도)

협의회 심의
(경기도)

예산조정
(경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금 지 원 내 용

노동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200명 미만 제조업)
30백만원 이내

기숙사, 샤워실, 식당, 휴게공간  
및 소방시설 개·보수 등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준공 10년이상) 60백만원 이내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전기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

(종업원 50명미만 제조업)
20백만원 이내

작업공간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집진장치 설치 등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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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경기도 SOS 넷  www.giupsos.or.kr

전  화  031-120, 031-259-6119

팩  스 031-259-6180

도, 시·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방 문

기업애로 신청 및 처리절차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3283 

7 기업SOS넷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8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주요내용 :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법적근거 : 판로지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주요내용 :  당해 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  
*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
* NEP, NET,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 녹색인증제품 등 총 19종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법적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주요내용 :     해 연도 구매액을 구분하여 물품 및 용역 구매액의 5%, 공사 구매액의 3%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법적근거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주요내용 :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 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

하는 제품 

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8)
  ■ 기술개발제품 목록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을 공공기관이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구매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경기도, 수원시, 기업SOS지원센터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간담회
•애로사항 분류, 주관부서 지정

애로처리 관련기관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 검토
•불가시 대안 검토

기업SOS 현장기동반
•합동 현장조사 원칙
•현장토의, 처리방안 도출

경기도, 수원시, 기업SOS지원센터, 애로처리 관련기관
•처리방안 확정

애로처리 관련기관
•One-Stop 회의시 확정된 처리방안에 의하여 처리 

경기도, 수원시, 기업SOS지원센터
•처리상황 정기점검(월/1회)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사전검토

�

현장조사

�

One-Stop
처리회의

�

애로사항 처리

�

사후관리

기업애로사항
발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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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금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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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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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서 규정하는 구매비율 이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경기도, 수원시, 기업SOS지원센터
•현장방문, 인터넷, 전화상담, 간담회
•애로사항 분류, 주관부서 지정

애로처리 관련기관
•관련법규 및 처리방안 검토
•불가시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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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현장조사 원칙
•현장토의, 처리방안 도출

경기도, 수원시, 기업SOS지원센터, 애로처리 관련기관
•처리방안 확정

애로처리 관련기관
•One-Stop 회의시 확정된 처리방안에 의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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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정기점검(월/1회)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사전검토

�

현장조사

�

One-Stop
처리회의

�

애로사항 처리

�

사후관리

기업애로사항
발굴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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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1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150,077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디자인 진단 해당분야 디자인전문가 1:1 디자인 사전 애로 진단 150천원이내 -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14,000천원)
시각/포장(7,000천원)이내 30%

디자인 상용화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우수과제 
상용화를 위한 금형 제작 지원

금형(18,000천원)이내 30%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대상 평가 ➞
용역계약체결

(참여기업↔주관기관)
➞

지원협약체결
(진흥원↔참여기업)

�

주관기관 
수행과제 평가

�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진흥원)

� 디자인 개발 수행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031-259-6491,649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상용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유

브랜드 육성

●△△기업 (제조업)
-    카드 디스펜서 제조기업으로 언택트 시대에 맞춘 제품디자인 개발을 완료 
하여 제품의 다각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갖춘 기업으로 발돋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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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20 2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2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134,8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내용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규격 인증
• 산업기술 정보 제공

•시제품(금형, 목업) 개발
•시험·분석비

• 홈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제작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 홍보·판로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단위사업 자율 선택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대상 평가 ➞ 심사결과 통보 ➞ 과제 수행

�

결과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진흥원)

�
비용 완납
(참여기업)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76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배전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전반 케이스를  
판금가공 방식에서 금형을 이용한 사출방식으로 변경하여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216,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접수(biz.ripc.org, ‘경기남부’ 선택)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관내 중소기업의 IP(지적재산) 관련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촉진 및 

기술역량 제고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 (제조업)
-    코로나19 검체용품 제품화 전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쟁 리스크 해소,  
제품화 성공을 통한 기업 성장(매출 1,041% 증대)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특허맵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특허 활용보고서 제공 1,100만원 이내

현금20%
+ 현물10%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3D영상 제작

900만원 이내

디자인맵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맵 보고서 제공 1,000만원 이내

디자인 개발 IP기술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화상디자인 등 개발 지원 1,800만원 이내

브랜드 개발 IP기업·제품 신규 브랜드, 브랜드 리뉴얼 지원 1,600만원 이내

해외출원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670만원 이내 현금 30%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요
사례 

20 2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2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134,8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내용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규격 인증
• 산업기술 정보 제공

•시제품(금형, 목업) 개발
•시험·분석비

• 홈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제작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 홍보·판로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단위사업 자율 선택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대상 평가 ➞ 심사결과 통보 ➞ 과제 수행

�

결과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진흥원)

�
비용 완납
(참여기업)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76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배전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전반 케이스를  
판금가공 방식에서 금형을 이용한 사출방식으로 변경하여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216,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접수(biz.ripc.org, ‘경기남부’ 선택)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관내 중소기업의 IP(지적재산) 관련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촉진 및 

기술역량 제고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 (제조업)
-    코로나19 검체용품 제품화 전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쟁 리스크 해소,  
제품화 성공을 통한 기업 성장(매출 1,041% 증대)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특허맵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특허 활용보고서 제공 1,100만원 이내

현금20%
+ 현물10%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3D영상 제작

900만원 이내

디자인맵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맵 보고서 제공 1,000만원 이내

디자인 개발 IP기술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화상디자인 등 개발 지원 1,800만원 이내

브랜드 개발 IP기업·제품 신규 브랜드, 브랜드 리뉴얼 지원 1,600만원 이내

해외출원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670만원 이내 현금 30%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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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2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134,8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내용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규격 인증
• 산업기술 정보 제공

•시제품(금형, 목업) 개발
•시험·분석비

• 홈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제작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 홍보·판로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단위사업 자율 선택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대상 평가 ➞ 심사결과 통보 ➞ 과제 수행

�

결과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진흥원)

�
비용 완납
(참여기업)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76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배전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전반 케이스를  
판금가공 방식에서 금형을 이용한 사출방식으로 변경하여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216,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접수(biz.ripc.org, ‘경기남부’ 선택)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관내 중소기업의 IP(지적재산) 관련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촉진 및 

기술역량 제고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 (제조업)
-    코로나19 검체용품 제품화 전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쟁 리스크 해소,  
제품화 성공을 통한 기업 성장(매출 1,041% 증대)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특허맵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특허 활용보고서 제공 1,100만원 이내

현금20%
+ 현물10%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3D영상 제작

900만원 이내

디자인맵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맵 보고서 제공 1,000만원 이내

디자인 개발 IP기술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화상디자인 등 개발 지원 1,800만원 이내

브랜드 개발 IP기업·제품 신규 브랜드, 브랜드 리뉴얼 지원 1,600만원 이내

해외출원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670만원 이내 현금 30%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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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규격 인증
• 산업기술 정보 제공

•시제품(금형, 목업) 개발
•시험·분석비

• 홈페이지 제작
• 카탈로그 제작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 홍보·판로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단위사업 자율 선택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선정대상 평가 ➞ 심사결과 통보 ➞ 과제 수행

�

결과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진흥원)

�
비용 완납
(참여기업)

신청방법 ■이지비즈(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031-259-6276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성공적인 사업화로 이끌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  빌딩 자동제어를 위한 배전반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배전반 케이스를  
판금가공 방식에서 금형을 이용한 사출방식으로 변경하여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216,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접수(biz.ripc.org, ‘경기남부’ 선택)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관내 중소기업의 IP(지적재산) 관련 지원으로 산업재산권 창출 활동 촉진 및 

기술역량 제고로 매출증대, 일자리창출, 수출 증대에 기여

3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 (제조업)
-    코로나19 검체용품 제품화 전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분쟁 리스크 해소,  
제품화 성공을 통한 기업 성장(매출 1,041% 증대)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특허맵 특허기술 분석을 통한 기업 맞춤형 특허 활용보고서 제공 1,100만원 이내

현금20%
+ 현물10%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 가능한 3D영상 제작

900만원 이내

디자인맵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맵 보고서 제공 1,000만원 이내

디자인 개발 IP기술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화상디자인 등 개발 지원 1,800만원 이내

브랜드 개발 IP기업·제품 신규 브랜드, 브랜드 리뉴얼 지원 1,600만원 이내

해외출원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670만원 이내 현금 30%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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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22 2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3. ~ 12.
 ■사  업  비 : 350,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IP 기술컨설팅 IP 경영컨설팅

• 유망기술 도출(미래 전략)
• IP분쟁예방 전략(분쟁 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 IP 인프라·조직 구축
• IP 자산구축
• IP 사업화 전략
• IP 브랜드·디자인 연계 등
•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총 사업비 한도 : 2,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포함), 기업분담금 30%(현물 15%+현금1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창업 초기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IP(지적재산) 

융 · 복합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지원4

●△△기업 (연구개발업)
-   개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부 

R&D과제 및 외부 투자 유치 성공, 기업 지속을 위한 자금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5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97,002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애로 - (2단계) 중기애로 - (3단계) 상용화지원(전액 도비 사업)은 단계별로 지원 가능

지원절차

[ 1단계 : 현장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지원인력추천
방문일정통보

➞ 1차 현장방문 ➞
현장방문 기술지원
(10회 이내)

[ 2단계 : 중기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지급

➞ 과제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및 
정산

신청방법 ■기술닥터 홈페이지(tdoctor.gtp.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무국 ☎031-500-333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산 · 학 · 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기술애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기술닥터 사업 지원

●△△기업 (제조업)
-  5분 만에 콜드브루(더치) 커피를 추출하는 제품의 진동 저감에 대한 

 문제를 기술닥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0천원
이내

-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30%

주요
사례 

22 2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3. ~ 12.
 ■사  업  비 : 350,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IP 기술컨설팅 IP 경영컨설팅

• 유망기술 도출(미래 전략)
• IP분쟁예방 전략(분쟁 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 IP 인프라·조직 구축
• IP 자산구축
• IP 사업화 전략
• IP 브랜드·디자인 연계 등
•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총 사업비 한도 : 2,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포함), 기업분담금 30%(현물 15%+현금1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창업 초기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IP(지적재산) 

융 · 복합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지원4

●△△기업 (연구개발업)
-   개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부 

R&D과제 및 외부 투자 유치 성공, 기업 지속을 위한 자금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5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97,002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애로 - (2단계) 중기애로 - (3단계) 상용화지원(전액 도비 사업)은 단계별로 지원 가능

지원절차

[ 1단계 : 현장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지원인력추천
방문일정통보

➞ 1차 현장방문 ➞
현장방문 기술지원
(10회 이내)

[ 2단계 : 중기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지급

➞ 과제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및 
정산

신청방법 ■기술닥터 홈페이지(tdoctor.gtp.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무국 ☎031-500-333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산 · 학 · 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기술애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기술닥터 사업 지원

●△△기업 (제조업)
-  5분 만에 콜드브루(더치) 커피를 추출하는 제품의 진동 저감에 대한 

 문제를 기술닥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0천원
이내

-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30%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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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22 2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3. ~ 12.
 ■사  업  비 : 350,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IP 기술컨설팅 IP 경영컨설팅

• 유망기술 도출(미래 전략)
• IP분쟁예방 전략(분쟁 대비)
• 강한 특허권 확보(경쟁력 강화)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
• 맞춤형 기술컨설팅 제공

• IP 인프라·조직 구축
• IP 자산구축
• IP 사업화 전략
• IP 브랜드·디자인 연계 등
•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 총 사업비 한도 : 2,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포함), 기업분담금 30%(현물 15%+현금15%)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

➞
수행사 선정
(참여기업)

➞
협약 체결

(참여기업, 수행사,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

지원금 지급 � 최종보고회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832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창업 초기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경영 

환경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IP(지적재산) 

융 · 복합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기반 창업 촉진 지원4

●△△기업 (연구개발업)
-   개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기반 기술 컨설팅 및 경영컨설팅을 통해 정부 

R&D과제 및 외부 투자 유치 성공, 기업 지속을 위한 자금 확보

주요
사례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5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97,002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애로 - (2단계) 중기애로 - (3단계) 상용화지원(전액 도비 사업)은 단계별로 지원 가능

지원절차

[ 1단계 : 현장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지원인력추천
방문일정통보

➞ 1차 현장방문 ➞
현장방문 기술지원
(10회 이내)

[ 2단계 : 중기애로기술지원 ]
신청서 
제출

➞
평가위원회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지급

➞ 과제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평가 및 
정산

신청방법 ■기술닥터 홈페이지(tdoctor.gtp.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무국 ☎031-500-333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산 · 학 · 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 기술애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기술닥터 사업 지원

●△△기업 (제조업)
-  5분 만에 콜드브루(더치) 커피를 추출하는 제품의 진동 저감에 대한 

 문제를 기술닥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해결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기업부담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0천원
이내

-

중기애로
기술지원

완료된 현장애로 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30%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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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24 2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6

사업개요 ■기        간 : 2017. 8. ~ 2023. 6.
 ■사 업 비 : 센터별 연 900백만원 정도(도비, 시비, 학교·기업 대응자금)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주관기관 
     - 경기대학교 지능정보융합제조연구센터 [AI/데이터분석, 제조] 
     -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서 소재·공정]
     - 아주대학교 광-의료 융합기술 연구센터 [광-의료 융합기술]

지원내용 ■대학 연구센터에서 지역 기업과 함께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인턴십 포함)

 ■참여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가산점
 ※ 참여기업은 대응자금(일반적으로 현금 500~3,000만원 정도) 필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

➞

통보

➞

사업진행

➞

결과보고

참여 
신청·접수

심사 및 
업체선정

지원협약 
체결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기업⇄GRRC) (GRRC) (GRRC⇄기업) (기업⇄GRRC) (GRRC⇄도·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GRRC협회  ☎031-299-4183~5
 ■주관기관 : 각 대학 연구센터 
                (경기대  ☎249-8952, 성균관대  ☎290-5648, 아주대  ☎219-1938)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경기도 지정 연구센터가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수원시) 내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7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5.
 ■사  업  비 : 9,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임직원 교육 
     - 인사노무 관리 분야(노무관리, 해고분쟁 등)

     - 세무, 회계 분야(법인세 등)

     - OA 능력 개발 분야(Excel 및 Power Point)

     - 마케팅 및 법률 분야(채권, 마케팅, 소송 등)

지원절차

모집 공고
➞

기업체 
신청 접수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시행

(상공회의소) (선착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신청방법  ■이메일, FAX 제출(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5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 임직원의  

능력을 높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24 2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6

사업개요 ■기        간 : 2017. 8. ~ 2023. 6.
 ■사 업 비 : 센터별 연 900백만원 정도(도비, 시비, 학교·기업 대응자금)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주관기관 
     - 경기대학교 지능정보융합제조연구센터 [AI/데이터분석, 제조] 
     -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서 소재·공정]
     - 아주대학교 광-의료 융합기술 연구센터 [광-의료 융합기술]

지원내용 ■대학 연구센터에서 지역 기업과 함께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인턴십 포함)

 ■참여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가산점
 ※ 참여기업은 대응자금(일반적으로 현금 500~3,000만원 정도) 필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

➞

통보

➞

사업진행

➞

결과보고

참여 
신청·접수

심사 및 
업체선정

지원협약 
체결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기업⇄GRRC) (GRRC) (GRRC⇄기업) (기업⇄GRRC) (GRRC⇄도·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GRRC협회  ☎031-299-4183~5
 ■주관기관 : 각 대학 연구센터 
                (경기대  ☎249-8952, 성균관대  ☎290-5648, 아주대  ☎219-1938)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경기도 지정 연구센터가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수원시) 내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7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5.
 ■사  업  비 : 9,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임직원 교육 
     - 인사노무 관리 분야(노무관리, 해고분쟁 등)

     - 세무, 회계 분야(법인세 등)

     - OA 능력 개발 분야(Excel 및 Power Point)

     - 마케팅 및 법률 분야(채권, 마케팅, 소송 등)

지원절차

모집 공고
➞

기업체 
신청 접수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시행

(상공회의소) (선착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신청방법  ■이메일, FAX 제출(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5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 임직원의  

능력을 높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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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24 2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6

사업개요 ■기        간 : 2017. 8. ~ 2023. 6.
 ■사 업 비 : 센터별 연 900백만원 정도(도비, 시비, 학교·기업 대응자금)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주관기관 
     - 경기대학교 지능정보융합제조연구센터 [AI/데이터분석, 제조] 
     -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서 소재·공정]
     - 아주대학교 광-의료 융합기술 연구센터 [광-의료 융합기술]

지원내용 ■대학 연구센터에서 지역 기업과 함께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산업현장의 기술지도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산업체에 기술인력 공급(인턴십 포함)

 ■참여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가산점
 ※ 참여기업은 대응자금(일반적으로 현금 500~3,000만원 정도) 필수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

➞

통보

➞

사업진행

➞

결과보고

참여 
신청·접수

심사 및 
업체선정

지원협약 
체결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사업완료 후 
결과보고

(기업⇄GRRC) (GRRC) (GRRC⇄기업) (기업⇄GRRC) (GRRC⇄도·시)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GRRC협회  ☎031-299-4183~5
 ■주관기관 : 각 대학 연구센터 
                (경기대  ☎249-8952, 성균관대  ☎290-5648, 아주대  ☎219-1938)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경기도 지정 연구센터가 기초과학 진흥 및 지역산업 발전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수원시) 내 산업체에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전

Ⅲ.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

7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5.
 ■사  업  비 : 9,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중소기업 임직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임직원 교육 
     - 인사노무 관리 분야(노무관리, 해고분쟁 등)

     - 세무, 회계 분야(법인세 등)

     - OA 능력 개발 분야(Excel 및 Power Point)

     - 마케팅 및 법률 분야(채권, 마케팅, 소송 등)

지원절차

모집 공고
➞

기업체 
신청 접수 ➞

교육대상자 
확정 ➞

교육시행

(상공회의소) (선착순)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신청방법  ■이메일, FAX 제출(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5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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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높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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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비 : 센터별 연 900백만원 정도(도비, 시비, 학교·기업 대응자금)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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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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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중소기업 경영맞춤 컨설팅 지원8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2.
 ■사 업 비 : 26,000천원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인 이하 사업장 제외)

지원내용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

 ■인사노무 : 통상임금 분석 및 임금 구조 개선,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특허변리 :    특허기반 R&D 기획 지원, 권리 유지료 절감 및 불필요한 특허 포기 및  
양도 전략 등

 ■법무법률 : 사고채권별 회수방안 및 법적 조치 컨설팅 등

 ■세무회계 :     가업승계에 따른 세무처리, 기업진단을 통한 단기 경영실적 분석 및 개선 컨설팅 등

 ■기    타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범위 ■1개사, 1개 분야 2백만원 한도로 컨설팅 계약비 지원(기업자부담 10%)

지원절차

신청방법 ■이메일, Fax 제출(수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고 참고)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및 분야별 애로 능력을 높임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모집 공고 ➞ 신청서 제출 ➞ 지원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기업 (제조업)
-    세무회계 컨설팅을 통해 매출 및 재고자산, 채권관리 등 회계처리 고도화 
하였고, 관계회사 합병 관련 자산 양수도 방식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회계  
리스크 감소 및 경영 효율성 향상     

주요
사례 

창업초기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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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략 등

 ■법무법률 : 사고채권별 회수방안 및 법적 조치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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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Ⅳ. 창업초기 기업 지원

2

사업개요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건 물 명 :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입주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사업장이 수원시 소재  이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최장 5년)

지원내용 ■시설 및 인프라 지원

      -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및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터 등 공용기기 지원

        - 입주기간 3년(평가 후 1회 2년 연장 가능)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   수원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입주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선정절차 
공고·접수

➞

실태조사

➞

선정심의

➞

선정결과 통보

➞

계약체결

입주자격 확인 
신청·접수

실태조사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
심사업체 선정

입주선정 
결과통보

입주
계약체결

(업체⇄GBSA) (GBSA) (업체⇄GBSA) (GBSA→업체) (업체⇄GBSA)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모집 공고 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붙임서류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031-307-121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발전하는 기업으로 육성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

현       황 ■위        치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6층
 ■시설규모 : 9243.63㎡

공 간 명
사용면적

사 용용도
㎡ 평

계 4,535 1,372

입주기업 공간 2,952 894  공모·선정 중소·벤처기업 입주(24실)

1인 창조기업 공간 417 126  공모·선정 1인 창조기업 입주(13실)

메이커스페이스 290 88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업실(2실)

기업지원기관 220 66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컨퍼런스룸 390 118  대회의실

세미나실 157 47  소회의실(2실)

미팅룸 109 33  미팅룸(6실)

수원델타플렉스 내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입주시설을 마련하고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A동 기업입주시설(22실 5,336.34㎡)

※ 시청 홈페이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확인 (공실 발생 시 수시 공고)

B동 기업지원센터(19실 3,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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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28 29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Ⅳ. 창업초기 기업 지원

2

사업개요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건 물 명 :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입주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사업장이 수원시 소재  이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최장 5년)

지원내용 ■시설 및 인프라 지원

      -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및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터 등 공용기기 지원

        - 입주기간 3년(평가 후 1회 2년 연장 가능)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   수원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입주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선정절차 
공고·접수

➞

실태조사

➞

선정심의

➞

선정결과 통보

➞

계약체결

입주자격 확인 
신청·접수

실태조사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
심사업체 선정

입주선정 
결과통보

입주
계약체결

(업체⇄GBSA) (GBSA) (업체⇄GBSA) (GBSA→업체) (업체⇄GBSA)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모집 공고 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붙임서류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031-307-121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발전하는 기업으로 육성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

현       황 ■위        치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6층
 ■시설규모 : 9243.63㎡

공 간 명
사용면적

사 용용도
㎡ 평

계 4,535 1,372

입주기업 공간 2,952 894  공모·선정 중소·벤처기업 입주(24실)

1인 창조기업 공간 417 126  공모·선정 1인 창조기업 입주(13실)

메이커스페이스 290 88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업실(2실)

기업지원기관 220 66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컨퍼런스룸 390 118  대회의실

세미나실 157 47  소회의실(2실)

미팅룸 109 33  미팅룸(6실)

수원델타플렉스 내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입주시설을 마련하고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A동 기업입주시설(22실 5,336.34㎡)

※ 시청 홈페이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확인 (공실 발생 시 수시 공고)

B동 기업지원센터(19실 3,907.29㎡)

28 29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Ⅳ. 창업초기 기업 지원

2

사업개요 ■위        치 :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신분당선 광교중앙역 도보 약 10분 거리)

 ■건 물 명 : 광교비즈니스센터(벤처기업집적시설, 지하2층, 지상15층)
   ■입주대상 :    신청일 현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사업장이 수원시 소재  이거나 입주 

후 6개월 이내 수원시 이전기업

   ■입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1회 2년 이내 연장가능, 최장 5년)

지원내용 ■시설 및 인프라 지원

      -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 및 회의실, 복사기, 빔프로젝터 등 공용기기 지원

        - 입주기간 3년(평가 후 1회 2년 연장 가능)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   수원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입주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선정절차 
공고·접수

➞

실태조사

➞

선정심의

➞

선정결과 통보

➞

계약체결

입주자격 확인 
신청·접수

실태조사 및 
서류평가

발표평가·
심사업체 선정

입주선정 
결과통보

입주
계약체결

(업체⇄GBSA) (GBSA) (업체⇄GBSA) (GBSA→업체) (업체⇄GBSA)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모집 공고 후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붙임서류 제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031-307-121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228-2318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저렴한 

업무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발전하는 기업으로 육성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

현       황 ■위        치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고색동) 수원벤처밸리Ⅱ6층
 ■시설규모 : 9243.63㎡

공 간 명
사용면적

사 용용도
㎡ 평

계 4,535 1,372

입주기업 공간 2,952 894  공모·선정 중소·벤처기업 입주(24실)

1인 창조기업 공간 417 126  공모·선정 1인 창조기업 입주(13실)

메이커스페이스 290 88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업실(2실)

기업지원기관 220 66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컨퍼런스룸 390 118  대회의실

세미나실 157 47  소회의실(2실)

미팅룸 109 33  미팅룸(6실)

수원델타플렉스 내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입주시설을 마련하고 회의실, 세미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업지원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수원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A동 기업입주시설(22실 5,336.34㎡)

※ 시청 홈페이지 입주기업 모집공고 확인 (공실 발생 시 수시 공고)

B동 기업지원센터(19실 3,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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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30 3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Ⅳ. 창업초기 기업 지원

3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현황

 ■소 재 지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수원벤처밸리Ⅱ B동 601호, 602호〕
 ■시설현황

사용면적(㎡) 용 도 주요 장비 현황

289.77
시제품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3D프린터, 스캐너, 수공구세트, 컴프레셔, 

 레이저가공기, 진공성형기, 집진기 등 23종 67대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3D프린터 장비활용 신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대상 도제교육 지원 등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7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1-228-2657, 2285

사업개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2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입주 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임대료 및 입주 문의 : 각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 분
경기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경희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성균관
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서울농
생명과학
창업보육
센터

아주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경기중소
기업성장
지원센터

경기벤처
창업보육
센터

지속가능
도시재단
창업지원
센터

특화
분야

IT,BT,
디자인

디지털,
전자

BT, IT
농생명,
바이오

전기,전자
정보

IT,NT,BT
전기,전자,

IT녹색신
성장동력

시니어

운영주체
경기대
창업
지원단

경희대
창업
지원단

성균관대
창업
지원단

서울대
창업가정
신센터

아주대
창업
지원단

(사)경기
중소기업
연합회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보 육 실 43 37 72 65 36 38 54 60

입주기업 37 22 41 27 20 30 39 50

면적
(㎡)

센터 5,784 2,246 5,370 8,366 2,467 3,809 6,808 2,541

보육 3,357 1,090 3,707 5,673 1,327 2,475 6,088 1,548

주    소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덕영대로 
1732
(영통동)

서부로 
2066 
(천천동)

서호로 
89 

(서둔동)

월드컵로 
206 
(원천동)

수성로 
8 

(구운동)

광교로 
107 
(이의동)

향교로

160
(중동)

연 락 처 249-8971 201-3714 290-5088 293-0324 219-2056 278-9503 259-6093 280-6361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228-3229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 신규창업자에게 인적, 물적, 기능적 인프라가 

풍부한 대학 및 집적시설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공간 및 경영 · 기술·마케팅 등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0 3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Ⅳ. 창업초기 기업 지원

3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현황

 ■소 재 지 : 권선구 산업로156번길 142-10 〔수원벤처밸리Ⅱ B동 601호, 602호〕
 ■시설현황

사용면적(㎡) 용 도 주요 장비 현황

289.77
시제품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3D프린터, 스캐너, 수공구세트, 컴프레셔, 

 레이저가공기, 진공성형기, 집진기 등 23종 67대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 3D프린터 장비활용 신기술 훈련 프로그램 운영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대상 도제교육 지원 등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7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1-228-2657, 2285

사업개요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창업 2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 입주 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입주기간 :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 2년 연장가능

 ■임대료 및 입주 문의 : 각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 분
경기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경희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성균관

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서울농

생명과학

창업보육

센터

아주대학교

창업보육

센터

경기중소

기업성장

지원센터

경기벤처

창업보육

센터

지속가능

도시재단

창업지원

센터

특화
분야

IT,BT,
디자인

디지털,
전자

BT, IT
농생명,
바이오

전기,전자
정보

IT,NT,BT
전기,전자,

IT녹색신
성장동력

시니어

운영주체
경기대
창업
지원단

경희대
창업
지원단

성균관대
창업
지원단

서울대
창업가정
신센터

아주대
창업
지원단

(사)경기
중소기업
연합회

경기도
경제과학
진흥원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보 육 실 43 37 72 65 36 38 54 60

입주기업 37 22 41 27 20 30 39 50

면적
(㎡)

센터 5,784 2,246 5,370 8,366 2,467 3,809 6,808 2,541

보육 3,357 1,090 3,707 5,673 1,327 2,475 6,088 1,548

주    소
광교산로 
154-42 
(이의동)

덕영대로 
1732
(영통동)

서부로 
2066 
(천천동)

서호로 
89 

(서둔동)

월드컵로 
206 
(원천동)

수성로 
8 

(구운동)

광교로 
107 
(이의동)

향교로

160
(중동)

연 락 처 249-8971 201-3714 290-5088 293-0324 219-2056 278-9503 259-6093 280-6361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228-3229

기술력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 · 신규창업자에게 인적, 물적, 기능적 인프라가 

풍부한 대학 및 집적시설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공간 및 경영 · 기술·마케팅 등을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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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32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4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       황
구    분 창업지원센터(창업관) 창업지원센터(성장관)

위    치 팔달구 향교로 160(중동) 팔달구 행궁로 98(교동)

시설규모 면적: 1,866㎡, 보육실: 40실 면적: 1,612㎡, 보육실: 20실

사업내용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사업개요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입주업종 :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집약 및 지식서비스 기업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 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

 ■입주기간 : 1년 단위 계약(사업화 활동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입주)

 ■운영주체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선정절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서류평가 및 
발표심사 ➞

입주기업
선정 ➞

입주계약 체결
및 모니터링

창업지원센터 기업 → 센터 창업지원센터 개별통보 창업지원센터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1~6364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228-3229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Ⅴ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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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선정절차

입주기업
모집공고 ➞

서류접수
➞

서류평가 및 
발표심사 ➞

입주기업
선정 ➞

입주계약 체결
및 모니터링

창업지원센터 기업 → 센터 창업지원센터 개별통보 창업지원센터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1~6364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228-3229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Ⅴ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32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4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       황
구    분 창업지원센터(창업관) 창업지원센터(성장관)

위    치 팔달구 향교로 160(중동) 팔달구 행궁로 98(교동)

시설규모 면적: 1,866㎡, 보육실: 40실 면적: 1,612㎡, 보육실: 20실

사업내용
창업초기기업에게 사업화 공간을 제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사업개요 ■지원대상 :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입주업종 : 기술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 집약 및 지식서비스 기업

 ■지원내용 : 입주공간 제공, 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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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031-228-3229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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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선정 ➞

입주계약 체결
및 모니터링

창업지원센터 기업 → 센터 창업지원센터 개별통보 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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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1 2초기창업기업 영문 웹사이트제작 지원 창업· 중소업체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설립3년 이내 창업제조업체(웹사이트 미 보유 업체)
 * 초기창업기업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영문 웹사이트
제작 지원

 • 업체별 독립 도메인  
 • 영문 웹 사이트 구축 지원
 • 5개 업체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하 창업제조기업 대상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준비단계

➞

웹사이트제작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제품정보
제공

영문사이트
제작지원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
→업체)

(업체→시)
(시·협력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사업공고일 기준 업체 설립 3년 이하의 초기창업기업 중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영문 웹사이트를 제작 지원하여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착 및 신속한 국외 수출교역기반 지원

●△△△△△기업 
-    창업초기 여건에서 필수적인 단독 도메인 방식 웹사이트 갖춰 업체  
정체성확보

- 영문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바이어 대상 마케팅에 최적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전자카탈로그 
제작

 • 업체 생산제품 영문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
 • 15개 업체 지원
 •  시 전자무역시스템 통해 내도한 
외국 바이어 수입 문의정보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각 사업추진

➞

사업별 추진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제품정보
제공

각 단위사업 
추진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시)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업체 대상, 수원시청 전산서버 기반 전자무역

시스템(www.Trade.Go.Kr) 통한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 국제교역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 국내 유일의 정부 운영(Trade.Go.Kr) 무역플랫폼으로 바이어 신뢰도 높음
-    경계심 높은 러시아 바이어 대상 전자무역청 카탈로그 이용하여  

100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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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초기창업기업 영문 웹사이트제작 지원 창업· 중소업체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설립3년 이내 창업제조업체(웹사이트 미 보유 업체)
 * 초기창업기업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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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영문 웹사이트
제작 지원

 • 업체별 독립 도메인  
 • 영문 웹 사이트 구축 지원
 • 5개 업체 지원

사업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하 창업제조기업 대상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준비단계

➞

웹사이트제작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제품정보
제공

영문사이트
제작지원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
→업체)

(업체→시)
(시·협력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사업공고일 기준 업체 설립 3년 이하의 초기창업기업 중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영문 웹사이트를 제작 지원하여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의 조속한 사업 정착 및 신속한 국외 수출교역기반 지원

●△△△△△기업 
-    창업초기 여건에서 필수적인 단독 도메인 방식 웹사이트 갖춰 업체  
정체성확보

- 영문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바이어 대상 마케팅에 최적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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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업체 생산제품 영문 전자 카탈로그 제작 지원
 • 15개 업체 지원
 •  시 전자무역시스템 통해 내도한 
외국 바이어 수입 문의정보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각 사업추진

➞

사업별 추진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제품정보
제공

각 단위사업 
추진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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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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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지원

●△△기업  
- 국내 유일의 정부 운영(Trade.Go.Kr) 무역플랫폼으로 바이어 신뢰도 높음
-    경계심 높은 러시아 바이어 대상 전자무역청 카탈로그 이용하여  

100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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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제품정보
제공

각 단위사업 
추진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시)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업체 대상, 수원시청 전산서버 기반 전자무역

시스템(www.Trade.Go.Kr) 통한 전자카탈로그 구축 등 국제교역을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  
- 국내 유일의 정부 운영(Trade.Go.Kr) 무역플랫폼으로 바이어 신뢰도 높음
-    경계심 높은 러시아 바이어 대상 전자무역청 카탈로그 이용하여  

100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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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36 3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창업·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제작·방송

 • 업체 생산제품 영상제작 기획
 • 제품 개발 현장 등 영상제작
 • 제작영상에 대한 영문 내레이션
 • 15개 업체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영상제작

➞

송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업체제품
영상촬영

국외 송출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 (업체영상)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외국으로 제품 수출에 대한 여건은 갖추었으며 TV 

방송 영상제작과 송출에 적극 협조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기획, 업체 

사업장 촬영 및 외국으로의 송출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사항 ■현지 바이어 현지조사, 발굴, 섭외 및 원격영상 수출판매지원 등 
 ■참가지원일정 (단위 : 개)

참 가 사 업 명 참가일시 모집시기 모집업체수 비고

총 3회 15

원격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2021.2.3. 완 료 5

원격 타이완 수출판매개척단 상반기 중 상반기 중 5

 원격 베트남 수출판매개척단 하반기 중 하반기 중 5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참가 전
업무협의회

➞

수출판매
개척단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바이어정보
제공지원

현장 참가 및 
제품판매·개척

(업체⇄시) (수원시) (시→업체) (시→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혁신기술은 있으나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 남방

권역 등 한류수요 국가의 공신력을 확보한 바이어들과 원격으로 맞춤형 수출 

판매 및 수출개척 등 신규 국외수출개척을 하도록 밀착 지원

●△△△△기업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PR에 효과적

 - 방송 송출 이후 유럽(프랑스)와 실무 협의 후 7천세트 수출   

●△△△기업 
 -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 맞춤형 수출시책

 - 현지와의 사전 원격 실무협의회에서 확보한 바이어한테 제품 1만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3 4
창업 · 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 제작 · 방송 지원

창업 · 중소업체 원격 
수출판매개척단 참가 지원

36 3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창업·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제작·방송

 • 업체 생산제품 영상제작 기획
 • 제품 개발 현장 등 영상제작
 • 제작영상에 대한 영문 내레이션
 • 15개 업체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영상제작

➞

송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업체제품
영상촬영

국외 송출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 (업체영상)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외국으로 제품 수출에 대한 여건은 갖추었으며 TV 

방송 영상제작과 송출에 적극 협조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기획, 업체 

사업장 촬영 및 외국으로의 송출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사항 ■현지 바이어 현지조사, 발굴, 섭외 및 원격영상 수출판매지원 등 
 ■참가지원일정 (단위 : 개)

참 가 사 업 명 참가일시 모집시기 모집업체수 비고

총 3회 15

원격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2021.2.3. 완 료 5

원격 타이완 수출판매개척단 상반기 중 상반기 중 5

 원격 베트남 수출판매개척단 하반기 중 하반기 중 5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참가 전
업무협의회

➞

수출판매
개척단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바이어정보
제공지원

현장 참가 및 
제품판매·개척

(업체⇄시) (수원시) (시→업체) (시→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혁신기술은 있으나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 남방

권역 등 한류수요 국가의 공신력을 확보한 바이어들과 원격으로 맞춤형 수출 

판매 및 수출개척 등 신규 국외수출개척을 하도록 밀착 지원

●△△△△기업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PR에 효과적

 - 방송 송출 이후 유럽(프랑스)와 실무 협의 후 7천세트 수출   

●△△△기업 
 -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 맞춤형 수출시책

 - 현지와의 사전 원격 실무협의회에서 확보한 바이어한테 제품 1만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3 4
창업 · 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 제작 · 방송 지원

창업 · 중소업체 원격 
수출판매개척단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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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36 3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창업·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제작·방송

 • 업체 생산제품 영상제작 기획
 • 제품 개발 현장 등 영상제작
 • 제작영상에 대한 영문 내레이션
 • 15개 업체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영상제작

➞

송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업체제품
영상촬영

국외 송출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 (업체영상)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외국으로 제품 수출에 대한 여건은 갖추었으며 TV 

방송 영상제작과 송출에 적극 협조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기획, 업체 

사업장 촬영 및 외국으로의 송출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사항 ■현지 바이어 현지조사, 발굴, 섭외 및 원격영상 수출판매지원 등 
 ■참가지원일정 (단위 : 개)

참 가 사 업 명 참가일시 모집시기 모집업체수 비고

총 3회 15

원격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2021.2.3. 완 료 5

원격 타이완 수출판매개척단 상반기 중 상반기 중 5

 원격 베트남 수출판매개척단 하반기 중 하반기 중 5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참가 전
업무협의회

➞

수출판매
개척단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바이어정보
제공지원

현장 참가 및 
제품판매·개척

(업체⇄시) (수원시) (시→업체) (시→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혁신기술은 있으나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 남방

권역 등 한류수요 국가의 공신력을 확보한 바이어들과 원격으로 맞춤형 수출 

판매 및 수출개척 등 신규 국외수출개척을 하도록 밀착 지원

●△△△△기업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PR에 효과적

 - 방송 송출 이후 유럽(프랑스)와 실무 협의 후 7천세트 수출   

●△△△기업 
 -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 맞춤형 수출시책

 - 현지와의 사전 원격 실무협의회에서 확보한 바이어한테 제품 1만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3 4
창업 · 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 제작 · 방송 지원

창업 · 중소업체 원격 
수출판매개척단 참가 지원

36 37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비고

창업·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제작·방송

 • 업체 생산제품 영상제작 기획
 • 제품 개발 현장 등 영상제작
 • 제작영상에 대한 영문 내레이션
 • 15개 업체 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영상제작

➞

송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업체제품
영상촬영

국외 송출

(업체⇄시) (시·협력기관) (시·협력기관→업체) (업체) (업체영상)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외국으로 제품 수출에 대한 여건은 갖추었으며 TV 

방송 영상제작과 송출에 적극 협조가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영상기획, 업체 

사업장 촬영 및 외국으로의 송출을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사항 ■현지 바이어 현지조사, 발굴, 섭외 및 원격영상 수출판매지원 등 
 ■참가지원일정 (단위 : 개)

참 가 사 업 명 참가일시 모집시기 모집업체수 비고

총 3회 15

원격 홍콩 수출판매개척단 2021.2.3. 완 료 5

원격 타이완 수출판매개척단 상반기 중 상반기 중 5

 원격 베트남 수출판매개척단 하반기 중 하반기 중 5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일정안내

➞

참가 전
업무협의회

➞

수출판매
개척단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바이어정보
제공지원

현장 참가 및 
제품판매·개척

(업체⇄시) (수원시) (시→업체) (시→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혁신기술은 있으나 업체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 남방

권역 등 한류수요 국가의 공신력을 확보한 바이어들과 원격으로 맞춤형 수출 

판매 및 수출개척 등 신규 국외수출개척을 하도록 밀착 지원

●△△△△기업  
 -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PR에 효과적

 - 방송 송출 이후 유럽(프랑스)와 실무 협의 후 7천세트 수출   

●△△△기업 
 -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취약한 여건의 창업기업 맞춤형 수출시책

 - 현지와의 사전 원격 실무협의회에서 확보한 바이어한테 제품 1만세트 수출   

주요
사례 

주요
사례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3 4
창업 · 중소업체 제품 
Arirang TV 영상 제작 · 방송 지원

창업 · 중소업체 원격 
수출판매개척단 참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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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5 6
창업 · 중소업체 제품 
원스톱 Door To Door 수출운송 국외전시회 수원시관 참가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사 항 지원한도

수원 소재 
창업·중소업체
수출운송지원

수출제품 EMS,
EMS프리미엄수출운송

70 Kgs 이하

고중량 제품 수출운송 2,000 Kgs 이하

국외전자상거래기반 수출운송 30 Kgs 이하

  * 중량한도는 수출국에 따라 변동가능    * 제외대상 : 문서운송

업체당
연간

250만원
한도

지원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청

➞

접수·확정

➞

운임결제·
운송

➞

정산

바이어와 
수출계약체결

수출운송 신청
신청서검토 
업체한도확인

운임 선 결제 업체운임정산

(업체⇄바이어) (업체⇄시내우체국) (우체국→업체) (업체→우체국) (우체국→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2022. 1.
 ■사 업 비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대상 : 전시회당 5개사 내외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해상편도운송비(1CBM) 전액, 1사 1인 통역 지원 등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창업 3년 이내 : 95%지원, 창업 3년 초과 : 80%지원

 ■참가 일정
전시회명 개최기간 기업수 수행기관

총 2회 11
2021 베트남 하노이 종합 전시회 2021. 4월 6 수원상공회의소

심천추계 선물용품전 2021. 10월 5 수원상공회의소

 ※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참여일정 등 지원내용 변동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선정업체 알림

➞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지원 

➞

전시회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 및 지원,
사전간담회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

(업체⇄시) (시) (시→수행기관·업체) (수행기관→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독자적인 국외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창업·중소기업에 국외 유명박람회 수원

시관(단체관) 참가를 지원 

창업 · 중소제조업체 중 인력구조가 취약하여 복잡한 수출실무절차에 대응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원스톱 수출운송을 지원하여 수출 

업무의 효율화와 외국으로 제품 수출단가를 낮추어 신규 수출판매개척을 촉진

●△△기업 
-    시장동향 파악, 지속적인 바이어 노출을 통한 신뢰도 향상 등 수출계약  
성사를 위한 기초마련 기회로 활용, 수출계약 성사    

●△△△△기업  
- 전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제조업에서 복잡한 수출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 
- 원스톱 수출로 바이어 대상 단가 경쟁력도 확보하여 유럽으로 첫 수출에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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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5 6
창업 · 중소업체 제품 
원스톱 Door To Door 수출운송 국외전시회 수원시관 참가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사 항 지원한도

수원 소재 
창업·중소업체
수출운송지원

수출제품 EMS,
EMS프리미엄수출운송

70 Kgs 이하

고중량 제품 수출운송 2,000 Kgs 이하

국외전자상거래기반 수출운송 30 Kgs 이하

  * 중량한도는 수출국에 따라 변동가능    * 제외대상 : 문서운송

업체당
연간

250만원
한도

지원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청

➞

접수·확정

➞

운임결제·
운송

➞

정산

바이어와 
수출계약체결

수출운송 신청
신청서검토 
업체한도확인

운임 선 결제 업체운임정산

(업체⇄바이어) (업체⇄시내우체국) (우체국→업체) (업체→우체국) (우체국→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2022. 1.
 ■사 업 비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대상 : 전시회당 5개사 내외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해상편도운송비(1CBM) 전액, 1사 1인 통역 지원 등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창업 3년 이내 : 95%지원, 창업 3년 초과 : 80%지원

 ■참가 일정
전시회명 개최기간 기업수 수행기관

총 2회 11
2021 베트남 하노이 종합 전시회 2021. 4월 6 수원상공회의소

심천추계 선물용품전 2021. 10월 5 수원상공회의소

 ※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참여일정 등 지원내용 변동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선정업체 알림

➞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지원 

➞

전시회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 및 지원,
사전간담회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

(업체⇄시) (시) (시→수행기관·업체) (수행기관→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독자적인 국외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창업·중소기업에 국외 유명박람회 수원

시관(단체관) 참가를 지원 

창업 · 중소제조업체 중 인력구조가 취약하여 복잡한 수출실무절차에 대응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원스톱 수출운송을 지원하여 수출 

업무의 효율화와 외국으로 제품 수출단가를 낮추어 신규 수출판매개척을 촉진

●△△기업 
-    시장동향 파악, 지속적인 바이어 노출을 통한 신뢰도 향상 등 수출계약  
성사를 위한 기초마련 기회로 활용, 수출계약 성사    

●△△△△기업  
- 전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제조업에서 복잡한 수출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 
- 원스톱 수출로 바이어 대상 단가 경쟁력도 확보하여 유럽으로 첫 수출에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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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5 6
창업 · 중소업체 제품 
원스톱 Door To Door 수출운송 국외전시회 수원시관 참가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11.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사 항 지원한도

수원 소재 
창업·중소업체
수출운송지원

수출제품 EMS,
EMS프리미엄수출운송

70 Kgs 이하

고중량 제품 수출운송 2,000 Kgs 이하

국외전자상거래기반 수출운송 30 Kgs 이하

  * 중량한도는 수출국에 따라 변동가능    * 제외대상 : 문서운송

업체당
연간

250만원
한도

지원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청

➞

접수·확정

➞

운임결제·
운송

➞

정산

바이어와 
수출계약체결

수출운송 신청
신청서검토 
업체한도확인

운임 선 결제 업체운임정산

(업체⇄바이어) (업체⇄시내우체국) (우체국→업체) (업체→우체국) (우체국→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3102

사업개요 ■기        간 : 2021. 1. ~ 2022. 1.
 ■사 업 비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대상 : 전시회당 5개사 내외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해상편도운송비(1CBM) 전액, 1사 1인 통역 지원 등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창업 3년 이내 : 95%지원, 창업 3년 초과 : 80%지원

 ■참가 일정
전시회명 개최기간 기업수 수행기관

총 2회 11
2021 베트남 하노이 종합 전시회 2021. 4월 6 수원상공회의소

심천추계 선물용품전 2021. 10월 5 수원상공회의소

 ※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참여일정 등 지원내용 변동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 가

➞

선정업체 알림

➞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지원 

➞

전시회 참가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관련사항 
안내 및 지원,
사전간담회

전시회 참가 
및 수출상담

(업체⇄시) (시) (시→수행기관·업체) (수행기관→업체)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독자적인 국외마케팅이 어려운 관내 창업·중소기업에 국외 유명박람회 수원

시관(단체관) 참가를 지원 

창업 · 중소제조업체 중 인력구조가 취약하여 복잡한 수출실무절차에 대응이 어려운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실무절차를 간소화시킨 원스톱 수출운송을 지원하여 수출 

업무의 효율화와 외국으로 제품 수출단가를 낮추어 신규 수출판매개척을 촉진

●△△기업 
-    시장동향 파악, 지속적인 바이어 노출을 통한 신뢰도 향상 등 수출계약  
성사를 위한 기초마련 기회로 활용, 수출계약 성사    

●△△△△기업  
- 전 직원이 3명인 소규모 제조업에서 복잡한 수출절차를 한 단계로 간소화 
- 원스톱 수출로 바이어 대상 단가 경쟁력도 확보하여 유럽으로 첫 수출에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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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2.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업체 : 22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 1개 부스(9spm) 전액 지원
 • 시설구축비 :  시설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 

 (전기료, 사용료 등 제외)의 60% 지원
 • 홍  보  비 :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용의 

60% 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

(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1~2월중, 하반기- 5~6월중

신청·접수

➞

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참가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업체) (업체→시) (시→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내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7개사 내외
        ※ 국내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1개 부스)

 •편도운송비 
     - 해상편도 운송비 지원
        (기준: 1CBM) 

  【권역별 차등지원(사후지원)】
 • 중국(홍콩 포함) 등 아시아 권역
      - 400만원 한도 지원 
 • CIS(구 소련 15개국),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 500만원 한도 지원
 •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 6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창업 및 중소

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7 8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국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 △△△△기업 
-    신제품 고객(바이어) 반응조사,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꾸준한 전시 참여로 계약체결 등 매출상승 효과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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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2.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업체 : 22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 1개 부스(9spm) 전액 지원
 • 시설구축비 :  시설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 

 (전기료, 사용료 등 제외)의 60% 지원
 • 홍  보  비 :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용의 

60% 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

(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1~2월중, 하반기- 5~6월중

신청·접수

➞

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참가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업체) (업체→시) (시→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내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7개사 내외
        ※ 국내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1개 부스)

 •편도운송비 
     - 해상편도 운송비 지원
        (기준: 1CBM) 

  【권역별 차등지원(사후지원)】
 • 중국(홍콩 포함) 등 아시아 권역
      - 400만원 한도 지원 
 • CIS(구 소련 15개국),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 500만원 한도 지원
 •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 6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창업 및 중소

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7 8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국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 △△△△기업 
-    신제품 고객(바이어) 반응조사,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꾸준한 전시 참여로 계약체결 등 매출상승 효과       

주요
사례 

40 4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2.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업체 : 22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 1개 부스(9spm) 전액 지원
 • 시설구축비 :  시설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 

 (전기료, 사용료 등 제외)의 60% 지원
 • 홍  보  비 :    전시회 참가와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용의 

60% 지원

 기업당 300만원
한도

(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1~2월중, 하반기- 5~6월중

신청·접수

➞

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참가확인 후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업체) (업체→시) (시→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내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7개사 내외
        ※ 국내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사업내용 지 원 내 역 지원한도

국외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참가비용 일부지원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1개 부스)

 •편도운송비 
     - 해상편도 운송비 지원
        (기준: 1CBM) 

  【권역별 차등지원(사후지원)】
 • 중국(홍콩 포함) 등 아시아 권역
      - 400만원 한도 지원 
 • CIS(구 소련 15개국), 중동(북아프리카 포함)
      - 500만원 한도 지원
 • 유럽, 북미, 남미, 아프리카
      - 600만원 한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
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전시회 참가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증빙
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 ☎031-280-6361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 국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창업 및 중소

기업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 

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7 8국내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국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

●△△ △△△△기업 
-    신제품 고객(바이어) 반응조사, 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으며, 꾸준한 전시 참여로 계약체결 등 매출상승 효과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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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9 10국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디지털액자 제작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8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국외규격인증
취득 비용일부 지원

 - CE, FCC 등 347종 인증 분야
 - 기업당 최대 2개 인증 지원

소요비용의 최대 80%,
기업당 500만원 한도(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2월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인증 취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인증 취득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국외규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외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무역장벽 해소 및 마케팅기반 구축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8.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35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디지털액자
(동영상 브로슈어) 제작 지원

 - 기업당 10인치 디지털액자 3개씩 지원

    ※ 모집업체 수 및 지원내역 등은 업체 수요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디지털액자 제작 
및 계약

➞

디지털액자
배부·교육

➞

설문지 제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액자 제작 및 계약 
등 실무업무 추진

선정기업에 액자 
배부 및 교육

액자사용 후
설문지 제출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관내 창업 및 중소 제조기업이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액자(동영상 브로셔)를 제작 지원 

●△△기업 
-    제품의 경쟁력 확보,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증취득 후  
해외전시, 바이어미팅 등 수출업무에 적극 참여 예정이며 매출 상승 기대    

●△△△기업 
-   국내외 전시회에서 영상으로 집중도 높은 제품홍보 가능, 특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국외 전시 참여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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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국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디지털액자 제작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8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국외규격인증
취득 비용일부 지원

 - CE, FCC 등 347종 인증 분야
 - 기업당 최대 2개 인증 지원

소요비용의 최대 80%,
기업당 500만원 한도(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2월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인증 취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인증 취득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국외규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외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무역장벽 해소 및 마케팅기반 구축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8.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35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디지털액자
(동영상 브로슈어) 제작 지원

 - 기업당 10인치 디지털액자 3개씩 지원

    ※ 모집업체 수 및 지원내역 등은 업체 수요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디지털액자 제작 
및 계약

➞

디지털액자
배부·교육

➞

설문지 제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액자 제작 및 계약 
등 실무업무 추진

선정기업에 액자 
배부 및 교육

액자사용 후
설문지 제출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관내 창업 및 중소 제조기업이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액자(동영상 브로셔)를 제작 지원 

●△△기업 
-    제품의 경쟁력 확보,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증취득 후  
해외전시, 바이어미팅 등 수출업무에 적극 참여 예정이며 매출 상승 기대    

●△△△기업 
-   국내외 전시회에서 영상으로 집중도 높은 제품홍보 가능, 특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국외 전시 참여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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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외수출개척 마케팅 지원

9 10국외규격 인증 취득 지원 디지털액자 제작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1.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8개사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국외규격인증
취득 비용일부 지원

 - CE, FCC 등 347종 인증 분야
 - 기업당 최대 2개 인증 지원

소요비용의 최대 80%,
기업당 500만원 한도(사후 지원)

지원절차 ■모집시기 : 2월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인증 취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인증 취득 및 
비용지출

지원금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업체⇄시) (시)
(시→업체·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국외규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외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무역장벽 해소 및 마케팅기반 구축 지원

사업개요 ■기        간 : 2021. 3. ~ 8.
   ■지원대상 :    2020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이고 수원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업체 : 35개사 내외

지원내용                                                  
사 업 내 용 지 원 내 역

디지털액자
(동영상 브로슈어) 제작 지원

 - 기업당 10인치 디지털액자 3개씩 지원

    ※ 모집업체 수 및 지원내역 등은 업체 수요 및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지원절차 ■모집시기 : 상반기 중

신청·접수

➞

심사·평가

➞

통보·안내

➞

디지털액자 제작 
및 계약

➞

디지털액자
배부·교육

➞

설문지 제출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평가·심사
업체선정

선정 알림 
공문 및 안내

액자 제작 및 계약 
등 실무업무 추진

선정기업에 액자 
배부 및 교육

액자사용 후
설문지 제출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시행기관)
(시행기관
→업체)

(업체
→시행기관)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 수원소식 ▶ 시정소식 게시판모집안내문 
(공고문) 확인 후 신청

문 의 처 ■시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031-244-3453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031-228-2656

관내 창업 및 중소 제조기업이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액자(동영상 브로셔)를 제작 지원 

●△△기업 
-    제품의 경쟁력 확보, 수출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증취득 후  
해외전시, 바이어미팅 등 수출업무에 적극 참여 예정이며 매출 상승 기대    

●△△△기업 
-   국내외 전시회에서 영상으로 집중도 높은 제품홍보 가능, 특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국외 전시 참여시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   

주요
사례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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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Ⅵ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일반현황

 ■명        칭 :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면        적 : 1,364,325㎡(1.36㎢)
 ■지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세부현황

연번 지  역 소 재 지 면적(㎡) 지정일시 고시일시 비고

1
성균관대학교 

BI센터 및 연구소
서부로 2066(천천동) 98,302 2011.12.26 2012.6.21

중소벤처기업부
제2012-14호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 BI센터

서부로 89(서둔동)  8,513

3
수원델타플렉스 

1블록
오목천로152번길 29
(고색동) 일원

287,246

4
수원델타플렉스  

2블록
서부로 1433-100
(고색동) 일원

122,855

5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1단계

산업로155번길 53
(고색동) 일원

648,373 2016.9.13 2016.12.5
중소벤처기업부 
제2016-69호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2단계

산업로156번길 154
(고색동) 일원

199,036 2020.6.25 2021. 2월 고시 예정

위 치 도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중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더불어 우수기업

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1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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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2016-69호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2단계

산업로156번길 154
(고색동) 일원

199,036 2020.6.25 2021. 2월 고시 예정

위 치 도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중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더불어 우수기업

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1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Ⅵ.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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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Ⅵ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일반현황

 ■명        칭 :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면        적 : 1,364,325㎡(1.36㎢)
 ■지정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세부현황

연번 지  역 소 재 지 면적(㎡) 지정일시 고시일시 비고

1
성균관대학교 

BI센터 및 연구소
서부로 2066(천천동) 98,302 2011.12.26 2012.6.21

중소벤처기업부
제2012-14호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 BI센터

서부로 89(서둔동)  8,513

3
수원델타플렉스 

1블록
오목천로152번길 29
(고색동) 일원

287,246

4
수원델타플렉스  

2블록
서부로 1433-100
(고색동) 일원

122,855

5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1단계

산업로155번길 53
(고색동) 일원

648,373 2016.9.13 2016.12.5
중소벤처기업부 
제2016-69호

수원델타플렉스  
3블록 2단계

산업로156번길 154
(고색동) 일원

199,036 2020.6.25 2021. 2월 고시 예정

위 치 도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중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더불어 우수기업

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1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

Ⅵ.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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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내역 지원한도

인증 및 
지적
재산권 
지원

벤처 
확인

30만원
한도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벤처확인 현판  
제작 지원(스텐/ 아크릴 중 택1)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한도

시스템
인증

최대 
100만원 
한도

국제표준인증의 최초, 갱신,  
사후심사 비용 지원

심사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및 부가세는 기업 부담)

지적 
재산권

최대 
100만원 
한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 소요비용 지원 
(특허청 납부 수수료,  
법률대리인 수임료 등)

출원 또는 등록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제품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최대 
500만원 
한도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기구설계, 목업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디자인 
개발

최대 
500만원 
한도

포장(패키지)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개발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지원통보 사업진행 결과보고 검토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서류평가 

➞
승인통보서
발송

➞
과제완료 및 
비용지출

➞
결과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기업⇔협회) (협회) (협회→기업) (기업→협회) (기업→협회) (협회→기업)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벤처기업협회 (☎031-259-7240, 724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1-228-2657, 2285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여 촉진지구의 경쟁력향상 및 유망 벤처기업 양성

2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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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        간 : 2021. 2.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업내용 사업비 지원내역 지원한도

인증 및 
지적
재산권 
지원

벤처 
확인

30만원
한도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벤처확인 현판  
제작 지원(스텐/ 아크릴 중 택1)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한도

시스템
인증

최대 
100만원 
한도

국제표준인증의 최초, 갱신,  
사후심사 비용 지원

심사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및 부가세는 기업 부담)

지적 
재산권

최대 
100만원 
한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또는 등록 소요비용 지원 
(특허청 납부 수수료,  
법률대리인 수임료 등)

출원 또는 등록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제품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최대 
500만원 
한도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기구설계, 목업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디자인 
개발

최대 
500만원 
한도

포장(패키지)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개발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지원통보 사업진행 결과보고 검토

자격요건 확인 
신청·접수

➞
신청서 및 
서류평가 

➞
승인통보서
발송

➞
과제완료 및 
비용지출

➞
결과보고서 및
청구서 제출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기업⇔협회) (협회) (협회→기업) (기업→협회) (기업→협회) (협회→기업)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벤처기업협회 (☎031-259-7240, 7242)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031-228-2657, 2285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여 촉진지구의 경쟁력향상 및 유망 벤처기업 양성

2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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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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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벤처확인 현판  
제작 지원(스텐/ 아크릴 중 택1)

벤처확인기관 납부 
평가료 및 수수료 30만원 한도

시스템
인증

최대 
100만원 
한도

국제표준인증의 최초, 갱신,  
사후심사 비용 지원

심사 소요비용의 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및 부가세는 기업 부담)

지적 
재산권

최대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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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등록 소요비용 지원 
(특허청 납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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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최대 100만원 한도
(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제품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최대 
500만원 
한도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기구설계, 목업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디자인 
개발

최대 
500만원 
한도

포장(패키지) 디자인 및 시각  
디자인 개발 소요비용 지원

총 소요비용의 80%, 최대  
5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20%,  
부가세 기업 부담) 

지원절차

신청·접수 평가 지원통보 사업진행 결과보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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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제품 디자인, 3D 모델링,  
기구설계, 목업 제작 등 시제품  
제작 소요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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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기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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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산업입지 기반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 지원

1 수원델타플렉스 조성 현황

현   황 ■지역, 지구 지정현황 :    일반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비행안전 
5구역(전술)

 ■건축허용 : 건폐율 70%, 용적율 350%, 높이 45m
 ■블록별 현황

구   분 1블록 2블록 3블록

위    치 고색 917번지 일원 고색 987-1번지 일원 고색 645번지 일원

사업기간 ‘04 ∼ ’06 ‘07 ∼ ’08 ‘08 ∼ ’16

면    적
287,246㎡
(86,891평)

122,855㎡
(37,163평)

847,409㎡
(256,341평)

필 지 수
산업48(지식산업센터2)

/지원4
산업29/지원2

산업124(지식산업센터1)
/지원19

업    종 금속,기계,전자,게임 등 6종 기계,전기,전자 등 4종 전자,전기,기계 등 10종

총사업비 605억원 436억원 5,906억원

준 공 일 ‘06. 7. 25. ‘09. 2. 4. 2016. 6. 7.

입주현황

 ■ 소유별 현황  (단위 : ㎡, 개, %)

블록별 규  모 입주 입주율 입주업체수 비  고

계 자가 임대

계 801,802 201 98 830 545 285

1블록 153,872 48 100 359 247 112

2블록 70,534 29 100 55 30 25

3블록 577,396 124 100 416 268 148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과 산업집적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블록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계

입 주 업 체 수 계 종 업 원 수 

1블록 2블록 3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개별
공장

소계
개별
공장

지식
산업
센터

계 830 359 118 241 55 416 253 163 16,537 4,298 2,908 1,390 1,224 10,705 10,096 919

제조업 694 274 117 157 55 365 248 117 15,734 3,805 2,908 897 1,224 10,705 10,018 687

비제
조업

136 85 1 84 0 51 5 46 803 493 0 493 - 78 232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식품
섬유
의복

목재
가구

종이
인쇄

화학
고무

비
금속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기
전자

기계
의료
정밀

기타

수원델타
플 렉 스

694 - 10 - 19 12 - - 47 333 201 45 27

문 의 처
 ■수원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정팀 ☎031-228-3357 
 ■수원시 기업지원과 델타플렉스지원팀 ☎031-228-2338
 ■수원시 홈페이지 : https://www.suwon.go.kr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031-298-0898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www.swi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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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일 ‘06. 7. 25. ‘09. 2. 4. 2016. 6. 7.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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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록 70,534 29 100 55 30 25

3블록 577,396 124 100 416 26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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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첨단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균형개발 촉진

 ■블록별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계

입 주 업 체 수 계 종 업 원 수 

1블록 2블록 3블록 1블록 2블록 3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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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830 359 118 241 55 416 253 163 16,537 4,298 2,908 1,390 1,224 10,705 10,096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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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수원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정팀 ☎031-228-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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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50 5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입주계약

절    차 주   요   내   용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환경 등 실무종합심의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생산사설비)설치후 2월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

입주계약의 변경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계약변경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변경면적이 계약체결시의 100분의20이내일 것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율이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 ⇒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반영
         ※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 면적을 의미함.

처분제한

가.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 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양수주체    -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이 양수
                      -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 

기관에 양도

수원델타플렉스와 관련하여 입주계약, 입주계약 변경, 처분제한, 처분용지 

분할, 임대신고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절차 안내

나.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

 다.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처분
(’11.3.30 개정)

■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처분신청에 의한 양수자, 처분신고에 의한 
양수자, 경매취득자로부터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입주계약체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양도 

산업용지 분할

   ■산업용지 분할기준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사업개시신고)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1,650㎡ 이상) 분할

     • 법에서 정하는 면적이하 또는 분할이후 처분제한기간 이내 처분시   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 

임대신고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신고를 하여야함.

 ■공장 임대절차

    - 임대인 : 임대인과 공장 임차계약 → 임대신고 → 임대계약 이행(성립)

     - 임차인 : 입주계약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완료신고(2개월 내)

 ■임대기준

    - 공장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함.

    -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임대신고후 임차업체가 자진폐업, 이전 등으로 전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임대인 : 입주계약변경신고(임대면적환수)

  - 임차인 :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문 의 처 ■접수 및 문의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031-298-0898, 0890 

Ⅶ. 산업입지 기반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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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절    차 주   요   내   용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환경 등 실무종합심의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생산사설비)설치후 2월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

입주계약의 변경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계약변경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변경면적이 계약체결시의 100분의20이내일 것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율이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 ⇒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반영
         ※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 면적을 의미함.

처분제한

가.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 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양수주체    -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이 양수
                      -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 

기관에 양도

수원델타플렉스와 관련하여 입주계약, 입주계약 변경, 처분제한, 처분용지 

분할, 임대신고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절차 안내

나.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

 다.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처분
(’11.3.30 개정)

■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처분신청에 의한 양수자, 처분신고에 의한 
양수자, 경매취득자로부터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입주계약체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양도 

산업용지 분할

   ■산업용지 분할기준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사업개시신고)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1,650㎡ 이상) 분할

     • 법에서 정하는 면적이하 또는 분할이후 처분제한기간 이내 처분시   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 

임대신고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신고를 하여야함.

 ■공장 임대절차

    - 임대인 : 임대인과 공장 임차계약 → 임대신고 → 임대계약 이행(성립)

     - 임차인 : 입주계약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완료신고(2개월 내)

 ■임대기준

    - 공장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함.

    -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임대신고후 임차업체가 자진폐업, 이전 등으로 전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임대인 : 입주계약변경신고(임대면적환수)

  - 임차인 :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문 의 처 ■접수 및 문의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031-298-0898, 0890 

Ⅶ. 산업입지 기반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 지원

2 수원델타플렉스 민원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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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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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절    차 주   요   내   용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환경 등 실무종합심의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생산사설비)설치후 2월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

입주계약의 변경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계약변경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변경면적이 계약체결시의 100분의20이내일 것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율이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 ⇒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반영
         ※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 면적을 의미함.

처분제한

가.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 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양수주체    -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이 양수
                      -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 

기관에 양도

수원델타플렉스와 관련하여 입주계약, 입주계약 변경, 처분제한, 처분용지 

분할, 임대신고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절차 안내

나.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

 다.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처분
(’11.3.30 개정)

■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처분신청에 의한 양수자, 처분신고에 의한 
양수자, 경매취득자로부터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입주계약체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양도 

산업용지 분할

   ■산업용지 분할기준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사업개시신고)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1,650㎡ 이상) 분할

     • 법에서 정하는 면적이하 또는 분할이후 처분제한기간 이내 처분시   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 

임대신고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신고를 하여야함.

 ■공장 임대절차

    - 임대인 : 임대인과 공장 임차계약 → 임대신고 → 임대계약 이행(성립)

     - 임차인 : 입주계약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완료신고(2개월 내)

 ■임대기준

    - 공장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함.

    -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임대신고후 임차업체가 자진폐업, 이전 등으로 전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임대인 : 입주계약변경신고(임대면적환수)

  - 임차인 :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문 의 처 ■접수 및 문의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031-298-0898,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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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절    차 주   요   내   용
�

입주계약 ■입주계약 신청서    ■공장설립사업계획서
�

입주계약심사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업종 검토
�

입주계약체결  ■환경 등 실무종합심의 결과 관련규정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생산사설비)설치후 2월이내 공장설립완료신고

입주계약의 변경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계약변경 대상

     - 회사명 또는 대표자(대표자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 업종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변경면적이 계약체결시의 100분의20이내일 것

       •변경후의 기준 공장 면적율이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의 부대시설 증설은 입주계약변경 제외대상 ⇒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반영
         ※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 면적을 의미함.

처분제한

가.    공장설립완료 前  
및 공장설립 완료후 
5년 미경과 처분

■대상요건    - 분양받은 산업용지 소유업체
                      - 공장설립(사업개시) 등의 완료 이전 및 처분제한 기간 이내 처분  

■양수주체    -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이 양수
                      -   (관리기관 매수 불가시)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 

기관에 양도

수원델타플렉스와 관련하여 입주계약, 입주계약 변경, 처분제한, 처분용지 

분할, 임대신고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절차 안내

나.     공장설립등의  
완료후 5년 경과 
 後 처분      

■대상요건 
    - 산업용지 등의 소유업체, 공장설립 등의 완료 후 5년경과 후 처분 
■처분절차

    - 관리기관에 신고
    - 입주기업체 및 동일업종* 영위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종전업체 공장등록사항 변경으로 처리
   * 동일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5자리)이 동일한 경우

 다.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처분
(’11.3.30 개정)

■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처분신청에 의한 양수자, 처분신고에 의한 
양수자, 경매취득자로부터 취득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는 입주계약체결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양도 

산업용지 분할

   ■산업용지 분할기준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사업개시신고)한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
물이 있는 것)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
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상(1,650㎡ 이상) 분할

     • 법에서 정하는 면적이하 또는 분할이후 처분제한기간 이내 처분시   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 

임대신고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신고를 하여야함.

 ■공장 임대절차

    - 임대인 : 임대인과 공장 임차계약 → 임대신고 → 임대계약 이행(성립)

     - 임차인 : 입주계약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완료신고(2개월 내)

 ■임대기준

    - 공장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 하되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함.

    -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음.

 ■임대신고후 임차업체가 자진폐업, 이전 등으로 전출한 경우 신고하여야 함.

  - 임대인 : 입주계약변경신고(임대면적환수)

  - 임차인 : 입주계약해지(공장등록취소)

문 의 처 ■접수 및 문의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031-298-0898, 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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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개별입지’ ⇒ 승인대상

     신설승인 :    500㎡이상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승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 등록된 공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 변경승인

    •공장부지면적 변경(승인부지면적 감소, 부지면적 20% 이내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건축면적 20%이내 증가 또는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 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외)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연면적/공장부지면적 x 100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개별입지’ ⇒ 신고대상

     공장등록 : 500㎡미만의 공장건축면적에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공장등록변경 : 회사명, 대표자(법인의 경우 요청 시), 세부업종 변경 시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신청방법
 ■신청시기 :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

 ■제출서류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등) 및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서류

 ■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분야별정보/재정·경제/기업/민원서식

 ■접    수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가능

 ■전자우편 : excell@korea.kr, jnpark81@korea.kr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228-2286, 2283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및 공장등록의 행정절차 안내

조사개요 ■기        간 : 2021. 하반기
 ■조사대상 : 수원시 등록 제조기업 
 ■조사방법 : 실태조사원 서면 또는 기업 방문조사

 ■조사내용

     - 필수항목 : 가동현황, 일반현황 (예 : 이전, 폐업, 변경사항 등)

     - 변동항목 : 기업지원 시책수립 자료 (예 : 거래국가, 기업 애로사항 등)

추진사항
 (단위 : 개사)

구분

2018 2019 2020년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내역
상반기 1,234 173 상반기 1,217 151 상반기 - -

하반기 1,193 106 하반기 1,228 166 하반기 1,247 212

추진절차

조사원 채용
및 사전교육

➞

공장운영
실태조사

➞

공장등록대장 
현행화

➞

결과 분석 및 
조사자료 활용

조사방법, 
필수 확인사항 
조사서 작성법 등

서면 및 방문조사
(조사서 작성)

일반현황 정비
등록변경·취소
행정처분
(직권취소)

지원정책 수립
기업애로 해소
규제개혁 건의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031-228-2283

수원시 제조기업의 공장등록 이후 현 운영실태(변경사항, 가동여부 등)를 

조사하여 기업정보를 현행화하고, 기업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3 4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신청 공장운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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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개별입지’ ⇒ 승인대상

     신설승인 :    500㎡이상 공장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승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업종변경승인 : 등록된 공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장설립 등 변경승인

    •공장부지면적 변경(승인부지면적 감소, 부지면적 20% 이내 증가 제외) 
    • 공장건축면적 변경(승인건축면적 20%이내 증가 또는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 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외)

        ※기준공장면적율 : 공장연면적/공장부지면적 x 100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개별입지’ ⇒ 신고대상

     공장등록 : 500㎡미만의 공장건축면적에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

     공장등록변경 : 회사명, 대표자(법인의 경우 요청 시), 세부업종 변경 시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신청방법
 ■신청시기 :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

 ■제출서류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 등) 및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 증명서류 /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서류

 ■민원신청 서식 다운로드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분야별정보/재정·경제/기업/민원서식

 ■접    수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가능

 ■전자우편 : excell@korea.kr, jnpark81@korea.kr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228-2286, 2283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신설, 증설, 업종변경) 및 공장등록의 행정절차 안내

조사개요 ■기        간 : 2021. 하반기
 ■조사대상 : 수원시 등록 제조기업 
 ■조사방법 : 실태조사원 서면 또는 기업 방문조사

 ■조사내용

     - 필수항목 : 가동현황, 일반현황 (예 : 이전, 폐업, 변경사항 등)

     - 변동항목 : 기업지원 시책수립 자료 (예 : 거래국가, 기업 애로사항 등)

추진사항
 (단위 : 개사)

구분

2018 2019 2020년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조사
시기

조사
기업 수

등록대장
현행화

내역
상반기 1,234 173 상반기 1,217 151 상반기 - -

하반기 1,193 106 하반기 1,228 166 하반기 1,247 212

추진절차

조사원 채용
및 사전교육

➞

공장운영
실태조사

➞

공장등록대장 
현행화

➞

결과 분석 및 
조사자료 활용

조사방법, 
필수 확인사항 
조사서 작성법 등

서면 및 방문조사
(조사서 작성)

일반현황 정비
등록변경·취소
행정처분
(직권취소)

지원정책 수립
기업애로 해소
규제개혁 건의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 ☎031-228-2283

수원시 제조기업의 공장등록 이후 현 운영실태(변경사항, 가동여부 등)를 

조사하여 기업정보를 현행화하고, 기업지원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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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Ⅷ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

사업개요 ■신고주체 : 노동자 누구나

     - 노조 대표자, 임원, 조합원 중 누구나 방문 접수 가능

 ■ 신고요건 
     -    2인 이상 조직된 단체로서 규약, 총회 회의록, 임원명단을 구비 후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용자(임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음

     - 신고수수료 : 없음 
 ■처리기한 : 3일
 ■기타사항

     -    설립신고서 및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있거나 노조법에 위반 
되는 사항 등 하자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보완 가능

         ※ 보완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서 반려 
     - 복수노조 설립 가능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

     -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 노동조합 ⇒ 수원시

     -     경기도내 2개 이상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노동조합 ⇒ 노동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

노·사 의무사항
 ■명칭, 사무실, 대표자, 소속 연합단체, 규약 등 변경시 신고 ⇒ 노동조합

 ■매년 1월 노동조합 정기현황 통보서 제출 ⇒ 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 체결시 15일 이내 제출  ⇒ 노·사 공동
 ※ 단체협약 신고서에 노·사 공동 서명(날인) 제출

문 의 처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담당부서 : 수원시 노동정책과 노사협력팀 ☎031-228-2508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을 향상시키며 노·사 갈등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5 노동조합 설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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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무역관계 
증명발급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회원증명
• 그 외 각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역증명 등

온라인 신청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cert.korcham.net)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통번역 지원 회원기업
• 무역거래관련 각 종 서류 번역 
(영어 등 30여개 외국어)
•비즈니스 통역, 수행통역 지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PL(생산물책임) 
공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 단체할인 적용 
(기존 보험료대비 20~30% 할인)
• 손해보험사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제공)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무역 아카데미
(교육)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비즈니스 무역영어 및 영문메일 작성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FTA 활용 실무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홈페이지 
제작지원

청업5년 이내
중소기업 20개사

• 창업초기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지원
•무상 하자보수 지원(1년)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무상지원(1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EVERY WEEK 
ACADEMY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마케팅 
OA / 법률·채권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K-TEST 
종합직무능력 검

사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 인성검사(210개 문항)
• 직무능력(범용) 및 직무능력 검사 
(직군별 각각 125개 문항)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내
일
채
움
공
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기업 / 
만34세 이하 직원

• 2년형
    - 기업 : 2년간 100만원
    -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1,600만원
• 3년형
    - 기업 : 3년간 150만원
    - 청년 : 3년간 취업지원금 3,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t.go.kr)

 *운영기관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수원형
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거주자 
채용시 기업 지원금 지원

    - 3개월 이상 근속시 110만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만 34세이하로
6개월이상 
근속한 재직자

•  5년 근속시, 청년에게 본인적립금 포함 
3,000만원 지원

    -  본인 720만원/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참여기업 :    적립금 경비인정 및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www.dbsplan.or.kr)
 *가입권유자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시니어인턴십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만60세 이상 채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약정급여의 50%(40만원 한도 / 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근로계약  
체결시 인턴지원금

방문(우편)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제조업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    고용기간 : 4년 10개월(기본 3년 
+ 1년 10개월)
•    도입국가 : 아시아 16개국

(지원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등    
각종 행정 신청 대행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통역 및 번역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활용
(http://fes.kbiz.or.kr)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4

경기지역본부

031-254-4833

안산지부

031-492-257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월부금 : 5만원 ~ 100만원/월
•    사업주의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

    - 공제금은 압류금지 설정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지급 등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8899.or.kr)

앱“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중소기업

 신용공제  
지원제도

모든 중소기업
(일부업종제외)

•    공제사업기금(신용공제) 가입
    -  월부금 10만원 단위로 10종 

 기타 3종으로 구성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블능에 대한 
지원
•    상거래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    긴급한 단기 운영자금 지원

문의처 문의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공제기금실

02-2124-
4326~9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 
민영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발급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이행지급보증 

중소기업보증공제
(www.gbiz.or.kr)

보증심사팀

02-2124-434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삼성협력사업)

 중소 및 
중견기업

•    제조 전과정을 Iot,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한 스마트형 공장 지원
•    지원금액 : 구축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A형 : 1억원 이내
    - B형 : 6천만원 이내
    - C형 : 2천만원 무상지원

 사업공고 및
 이메일 접수

경기지역본부

031-254-4836

PL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중소기업
•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보험료 저렴

인터넷 청약
(www.PLkorea.com) 

보증손해운영부

02-2124-
4351~3

1. 수원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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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무역관계 
증명발급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회원증명
• 그 외 각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역증명 등

온라인 신청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cert.korcham.net)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통번역 지원 회원기업
• 무역거래관련 각 종 서류 번역 
(영어 등 30여개 외국어)
•비즈니스 통역, 수행통역 지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PL(생산물책임) 
공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 단체할인 적용 
(기존 보험료대비 20~30% 할인)
• 손해보험사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제공)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무역 아카데미
(교육)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비즈니스 무역영어 및 영문메일 작성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FTA 활용 실무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홈페이지 
제작지원

청업5년 이내
중소기업 20개사

• 창업초기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지원
•무상 하자보수 지원(1년)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무상지원(1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EVERY WEEK 
ACADEMY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마케팅 
OA / 법률·채권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K-TEST 
종합직무능력 검

사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 인성검사(210개 문항)
• 직무능력(범용) 및 직무능력 검사 
(직군별 각각 125개 문항)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내
일
채
움
공
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기업 / 
만34세 이하 직원

• 2년형
    - 기업 : 2년간 100만원
    -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1,600만원
• 3년형
    - 기업 : 3년간 150만원
    - 청년 : 3년간 취업지원금 3,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t.go.kr)

 *운영기관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수원형
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거주자 
채용시 기업 지원금 지원

    - 3개월 이상 근속시 110만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만 34세이하로
6개월이상 
근속한 재직자

•  5년 근속시, 청년에게 본인적립금 포함 
3,000만원 지원

    -  본인 720만원/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참여기업 :    적립금 경비인정 및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www.dbsplan.or.kr)
 *가입권유자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시니어인턴십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만60세 이상 채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약정급여의 50%(40만원 한도 / 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근로계약  
체결시 인턴지원금

방문(우편)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제조업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    고용기간 : 4년 10개월(기본 3년 
+ 1년 10개월)
•    도입국가 : 아시아 16개국

(지원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등    
각종 행정 신청 대행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통역 및 번역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활용
(http://fes.kbiz.or.kr)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4

경기지역본부

031-254-4833

안산지부

031-492-257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월부금 : 5만원 ~ 100만원/월
•    사업주의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

    - 공제금은 압류금지 설정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지급 등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8899.or.kr)

앱“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중소기업

 신용공제  
지원제도

모든 중소기업
(일부업종제외)

•    공제사업기금(신용공제) 가입
    -  월부금 10만원 단위로 10종 

 기타 3종으로 구성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블능에 대한 
지원
•    상거래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    긴급한 단기 운영자금 지원

문의처 문의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공제기금실

02-2124-
4326~9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 
민영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발급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이행지급보증 

중소기업보증공제
(www.gbiz.or.kr)

보증심사팀

02-2124-434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삼성협력사업)

 중소 및 
중견기업

•    제조 전과정을 Iot,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한 스마트형 공장 지원
•    지원금액 : 구축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A형 : 1억원 이내
    - B형 : 6천만원 이내
    - C형 : 2천만원 무상지원

 사업공고 및
 이메일 접수

경기지역본부

031-254-4836

PL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중소기업
•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보험료 저렴

인터넷 청약
(www.PLkorea.com) 

보증손해운영부

02-2124-
4351~3

1. 수원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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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무역관계 
증명발급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
•상공회의소 회원증명
• 그 외 각종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역증명 등

온라인 신청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cert.korcham.net)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통번역 지원 회원기업
• 무역거래관련 각 종 서류 번역 
(영어 등 30여개 외국어)
•비즈니스 통역, 수행통역 지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PL(생산물책임) 
공제

관내 공장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수출기업

• 단체할인 적용 
(기존 보험료대비 20~30% 할인)
• 손해보험사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서비스 제공)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무역 아카데미
(교육)

관내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

•비즈니스 무역영어 및 영문메일 작성
•글로벌 마케팅 실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FTA 활용 실무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홈페이지 
제작지원

청업5년 이내
중소기업 20개사

• 창업초기 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지원
•무상 하자보수 지원(1년)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무상지원(1년)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경기남부지식
재산센터

031-244-3453

EVERY WEEK 
ACADEMY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 인사·노무 / 세무·회계 / 마케팅 
OA / 법률·채권 등 교육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K-TEST 
종합직무능력 검

사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 인성검사(210개 문항)
• 직무능력(범용) 및 직무능력 검사 
(직군별 각각 125개 문항)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교육검정팀

031-244-3455

내
일
채
움
공
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기업 / 
만34세 이하 직원

• 2년형
    - 기업 : 2년간 100만원
    - 청년 : 2년간 취업지원금 1,600만원
• 3년형
    - 기업 : 3년간 150만원
    - 청년 : 3년간 취업지원금 3,600만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t.go.kr)

 *운영기관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수원형
내일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

•  시 소재 기업이 수원시 거주자 
채용시 기업 지원금 지원

    - 3개월 이상 근속시 110만원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만 34세이하로
6개월이상 
근속한 재직자

•  5년 근속시, 청년에게 본인적립금 포함 
3,000만원 지원

    -  본인 720만원/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

• 참여기업 :    적립금 경비인정 및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www.dbsplan.or.kr)
 *가입권유자 선택
 - 수원상공회의소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시니어인턴십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만60세 이상 채용

•  인턴지원금 :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약정급여의 50%(40만원 한도 / 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후 근로계약  
체결시 인턴지원금

방문(우편)
일자리지원팀

031-244-3454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제조업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체
•    고용기간 : 4년 10개월(기본 3년 
+ 1년 10개월)
•    도입국가 : 아시아 16개국

(지원사항)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등    
각종 행정 신청 대행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통역 및 번역 지원 등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 활용
(http://fes.kbiz.or.kr)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284

경기지역본부

031-254-4833

안산지부

031-492-257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월부금 : 5만원 ~ 100만원/월
•    사업주의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

    - 공제금은 압류금지 설정
•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 
지급 등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8899.or.kr)

앱“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

중소기업

 신용공제  
지원제도

모든 중소기업
(일부업종제외)

•    공제사업기금(신용공제) 가입
    -  월부금 10만원 단위로 10종 

 기타 3종으로 구성
•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블능에 대한 
지원
•    상거래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    긴급한 단기 운영자금 지원

문의처 문의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홈페이지

(http://fund.kbiz.or.kr )

공제기금실

02-2124-
4326~9

중소기업
보증공제  
지원제도

공공기관과 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

•    공공조달 납품시 필요한 보증보험 
민영대비 저렴한 공제료로 발급
•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하자보증, 이행지급보증 

중소기업보증공제
(www.gbiz.or.kr)

보증심사팀

02-2124-4342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삼성협력사업)

 중소 및 
중견기업

•    제조 전과정을 Iot, 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한 스마트형 공장 지원
•    지원금액 : 구축사업비의 60% 
(자부담 40%)

    - A형 : 1억원 이내
    - B형 : 6천만원 이내
    - C형 : 2천만원 무상지원

 사업공고 및
 이메일 접수

경기지역본부

031-254-4836

PL보험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중소기업
•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보험료 저렴

인터넷 청약
(www.PLkorea.com) 

보증손해운영부

02-2124-
4351~3

1. 수원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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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사업만 수록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보증 지원
•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관광사업자
(문체부지정)

• CB 8등급 이상인 업체
•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금리 : 연 약 1%
• 보증비율 : 50~60%
• 보증료율 : 연 0.8%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
• 보증비율 : 보증료의 0.3% 감면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단의 대위변제
기업 등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은행책정 금리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2%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피해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기업

    - 특별재해 / 일반재해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특별재해는 연 0.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중소기업
(신용평가 B이상)

• 동일기업당 8억원 이내
• 대출은행 : 기업, 우리, 국민 등
• 융자기간 : 1년(4회 연장가능)
• 융자금리 :    기준금리 + 보증 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 보증비율 : 90~00%
• 보증료율 :연 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창업기업

• 대   상 : 홈페이지 확인
    - 혁신형 기업 / 벤처형 기업
• 지원한도
    - 혁신형 : 업체당 5억원 이내
    - 벤처형 : 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 신한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7%^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3. 경기신용보증재단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수출애로상담 모든 중소기업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상담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02-3460-3480

이동

KOTRA
(현장컨설팅
방문서비스)

모든 중소기업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
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KOTRA 해외시장 빅봇을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사업 안내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6
 

무역사절단

내수·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수출
초보기업

•    선정 직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출 
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

•   기초마케팅지원, 수출 및 성약지원,  
현지화 지원 등 3단계 구분하여 현지 
지사역할 대행 수행
•   참가비
    - 진입단계 : 500천원
    - 발전단계 : 2,500천원 ~ 3,500천원
    - 확장단계 : 6,650천원 ~ 10,150천원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해외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
사업

중소·중견기업

•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해외 현지 물류창고 이용 지원,  
물류컨설팅 제공 등 
•   매칭펀드로 지원 
(기업 30%, 국고분담 70%)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글로벌히트
사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홈페이지
(www.

exportvoucher. 
com)모집공고

경기kotra
지원단

031-206-5105

4.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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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사업만 수록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보증 지원
•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관광사업자
(문체부지정)

• CB 8등급 이상인 업체
•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금리 : 연 약 1%
• 보증비율 : 50~60%
• 보증료율 : 연 0.8%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
• 보증비율 : 보증료의 0.3% 감면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단의 대위변제
기업 등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은행책정 금리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2%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피해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기업

    - 특별재해 / 일반재해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특별재해는 연 0.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중소기업
(신용평가 B이상)

• 동일기업당 8억원 이내
• 대출은행 : 기업, 우리, 국민 등
• 융자기간 : 1년(4회 연장가능)
• 융자금리 :    기준금리 + 보증 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 보증비율 : 90~00%
• 보증료율 :연 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창업기업

• 대   상 : 홈페이지 확인
    - 혁신형 기업 / 벤처형 기업
• 지원한도
    - 혁신형 : 업체당 5억원 이내
    - 벤처형 : 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 신한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7%^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3. 경기신용보증재단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수출애로상담 모든 중소기업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상담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02-3460-3480

이동

KOTRA
(현장컨설팅
방문서비스)

모든 중소기업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
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KOTRA 해외시장 빅봇을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사업 안내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6
 

무역사절단

내수·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수출
초보기업

•    선정 직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출 
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

•   기초마케팅지원, 수출 및 성약지원,  
현지화 지원 등 3단계 구분하여 현지 
지사역할 대행 수행
•   참가비
    - 진입단계 : 500천원
    - 발전단계 : 2,500천원 ~ 3,500천원
    - 확장단계 : 6,650천원 ~ 10,150천원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해외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
사업

중소·중견기업

•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해외 현지 물류창고 이용 지원,  
물류컨설팅 제공 등 
•   매칭펀드로 지원 
(기업 30%, 국고분담 70%)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글로벌히트
사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홈페이지
(www.

exportvoucher. 
com)모집공고

경기kotra
지원단

031-206-5105

4.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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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사업만 수록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보증 지원
•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관광사업자
(문체부지정)

• CB 8등급 이상인 업체
•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금리 : 연 약 1%
• 보증비율 : 50~60%
• 보증료율 : 연 0.8%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
• 보증비율 : 보증료의 0.3% 감면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단의 대위변제
기업 등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은행책정 금리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2%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피해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기업

    - 특별재해 / 일반재해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특별재해는 연 0.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중소기업
(신용평가 B이상)

• 동일기업당 8억원 이내
• 대출은행 : 기업, 우리, 국민 등
• 융자기간 : 1년(4회 연장가능)
• 융자금리 :    기준금리 + 보증 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 보증비율 : 90~00%
• 보증료율 :연 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창업기업

• 대   상 : 홈페이지 확인
    - 혁신형 기업 / 벤처형 기업
• 지원한도
    - 혁신형 : 업체당 5억원 이내
    - 벤처형 : 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 신한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7%^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3. 경기신용보증재단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수출애로상담 모든 중소기업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상담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02-3460-3480

이동

KOTRA
(현장컨설팅
방문서비스)

모든 중소기업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
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KOTRA 해외시장 빅봇을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사업 안내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6
 

무역사절단

내수·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수출
초보기업

•    선정 직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출 
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

•   기초마케팅지원, 수출 및 성약지원,  
현지화 지원 등 3단계 구분하여 현지 
지사역할 대행 수행
•   참가비
    - 진입단계 : 500천원
    - 발전단계 : 2,500천원 ~ 3,500천원
    - 확장단계 : 6,650천원 ~ 10,150천원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해외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
사업

중소·중견기업

•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해외 현지 물류창고 이용 지원,  
물류컨설팅 제공 등 
•   매칭펀드로 지원 
(기업 30%, 국고분담 70%)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글로벌히트
사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홈페이지
(www.

exportvoucher. 
com)모집공고

경기kotra
지원단

031-206-5105

4.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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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지원사업만 수록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업체당 4억원 이내 보증 지원
•  대출은행 : 협약체결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등)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영세관광사업자
특별금융지원 
협약보증

관광사업자
(문체부지정)

• CB 8등급 이상인 업체
•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금리 : 연 약 1%
• 보증비율 : 50~60%
• 보증료율 : 연 0.8%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 동일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장애인 정책자금 적용
• 보증비율 : 보증료의 0.3% 감면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재단의 대위변제
기업 등

• 동일 기업당 1억원 이내
• 대출은행 : 일반 시중은행
• 융자금리 : 은행책정 금리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2%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재해를 입은
 피해기업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기업

    - 특별재해 / 일반재해
• 업체당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 보증료율 : 연 0.5% (특별재해는 연 0.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연계보증

중소기업
(신용평가 B이상)

• 동일기업당 8억원 이내
• 대출은행 : 기업, 우리, 국민 등
• 융자기간 : 1년(4회 연장가능)
• 융자금리 :    기준금리 + 보증 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 보증비율 : 90~00%
• 보증료율 :연 1%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례보증

창업기업

• 대   상 : 홈페이지 확인
    - 혁신형 기업 / 벤처형 기업
• 지원한도
    - 혁신형 : 업체당 5억원 이내
    - 벤처형 : 업체당 3억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 신한
• 융자금리 : 연 1% (고정금리)
• 보증료율 : 연 0.7%^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gcgf.or.kr)

대표전화

1755-5900

3. 경기신용보증재단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수출애로상담 모든 중소기업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 계약 위반 및 클레임 
• 관세, 통관, 경영지원 등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상담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02-3460-3480

이동

KOTRA
(현장컨설팅
방문서비스)

모든 중소기업

• KOTRA 지원 사업 안내
• 신규 거래선 발굴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
내
• 무역실무 관련 상담 
•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   KOTRA 해외시장 빅봇을 바탕으로 
기업역량 분석, 유망시장 추천,  
지원사업 안내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6
 

무역사절단

내수·수출
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 품목에 대한 방문국가별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제공 
•   방문국별 전문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 
개최
•   해외시장정보제공, KOTRA 브랜드를    
활용한 홍보활동 기회 제공
•   수출상담 사후 A/S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경기kotra
지원단

031-273-6033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

내수·수출
초보기업

•    선정 직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수출 
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무료지원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

지사화사업 중소·중견기업

•   기초마케팅지원, 수출 및 성약지원,  
현지화 지원 등 3단계 구분하여 현지 
지사역할 대행 수행
•   참가비
    - 진입단계 : 500천원
    - 발전단계 : 2,500천원 ~ 3,500천원
    - 확장단계 : 6,650천원 ~ 10,150천원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해외물류
네트워크
(공동물류)
사업

중소·중견기업

•   현지 전문물류서비스 업체와 제휴하여 
해외 현지 물류창고 이용 지원,  
물류컨설팅 제공 등 
•   매칭펀드로 지원 
(기업 30%, 국고분담 70%)

kotra 홈페이지
모집공고

유망기업팀

02-3460-7439

글로벌히트
사업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천만불 
미만인 기업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KOTRA 및 민간 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홈페이지
(www.

exportvoucher. 
com)모집공고

경기kotra
지원단

031-206-5105

4.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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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
노부미

소정 노동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노동
자가 2주 이상 소정 노동시간 단축 및 
4대보험 가입, 주 소정 노동시간 15시
간 이상 3035시간 이하, 연장노동은 
월 20시간 이내 단축하는 경우

•  [임금감소] 단축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4~4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1개월 단위)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대체
인력
지원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 노동시간 단
축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
주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 및 확대시
행 하여 소속 노동자가 활용하게 하거
나,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는 경우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
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
내 2,00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지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노동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등 기본적 노
동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
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
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
휴직 
등 
부여

노동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부여 
하고 해당 노동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구    분 지 원 대 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대상
1호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규모 10만원

 ※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지급

대체
인력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 
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해당 노동자 1인당

구    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육아휴직 80만원 120만원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30만원 30만원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
하거나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사업주
•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

•  휴업 : 1월간 총 노동시간의 20/100을 초
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
급한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
•  휴직 : 노동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
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
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
용
창
출
장
려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 주 노동시간 단축
제, 실 노동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
제 도입으로 월 평균 노동자 수  
증가한 사업주

•  [인건비] 증가 노동자수 1인당 월 
40~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1인당 월 10만원~40만원 지원
  * 증가 노동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범위 내
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황(우선지원 1%, 대
규모 2%)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국내복귀
기업지원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기업
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 노동자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   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노동자수 1인당

유   형 3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
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노동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
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
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제외 : 노동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
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

•  【인건비】 신규 고용 노동자수 1인당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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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
노부미

소정 노동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노동
자가 2주 이상 소정 노동시간 단축 및 
4대보험 가입, 주 소정 노동시간 15시
간 이상 3035시간 이하, 연장노동은 
월 20시간 이내 단축하는 경우

•  [임금감소] 단축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4~4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1개월 단위)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대체
인력
지원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 노동시간 단
축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
주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 및 확대시
행 하여 소속 노동자가 활용하게 하거
나,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는 경우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
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
내 2,00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지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노동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등 기본적 노
동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
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
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

육아
휴직 
등 
부여

노동자에게 30일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부여 
하고 해당 노동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간접노무비]
구    분 지 원 대 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대상
1호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대규모 10만원

 ※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지급

대체
인력 
지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 
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 인건비] 해당 노동자 1인당

구    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육아휴직 80만원 120만원
육아기 노동
시간 단축 30만원 30만원

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고용유지
지원금

•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
하거나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사업주
•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

•  휴업 : 1월간 총 노동시간의 20/100을 초
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
급한 사업주에게 휴업 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
•  휴직 : 노동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
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
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휴직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
용
창
출
장
려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 주 노동시간 단축
제, 실 노동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
제 도입으로 월 평균 노동자 수  
증가한 사업주

•  [인건비] 증가 노동자수 1인당 월 
40~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1인당 월 10만원~40만원 지원
  * 증가 노동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  [설비투자비 융자] 투자비의 2/3범위 내
에서 최대 50억원 

  *  3년거치 5년 균등상황(우선지원 1%, 대
규모 2%)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국내복귀
기업지원

산업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 기업
으로 지정 후 3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 노동자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   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신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노동자수 1인당

유   형 3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
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노동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
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
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등
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  지원제외 : 노동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자, 사업주
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

•  【인건비】 신규 고용 노동자수 1인당

구    분 6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우선지원 
대상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5. 고용노동부

60 6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고
용
안
정
장
려
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금
감소액 
보전금
·
간접
노부미

소정 노동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노동
자가 2주 이상 소정 노동시간 단축 및 
4대보험 가입, 주 소정 노동시간 15시
간 이상 3035시간 이하, 연장노동은 
월 20시간 이내 단축하는 경우

•  [임금감소] 단축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4~4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 원 액
모든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1개월 단위)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대체
인력
지원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 노동시간 단
축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
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인건비]

구   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
주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 및 확대시
행 하여 소속 노동자가 활용하게 하거
나, 재택·원격근무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는 경우

•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
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이
내 2,000만원 한도

정규직 
전환지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노동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
용을 유지한 경우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등 기본적 노
동조건 보장, 기존 동종유사업무 정규
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
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임금증가액 보전금] 전환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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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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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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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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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신용보증

기업(개인,법인),
기업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이행보증 등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하여 30억원
•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은 조건에 따라 

100억원까지 보증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kodit.co.kr) 

대표전화

 1357

매출채권
보험

중소기업

•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
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보험금지급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kodit.co.kr)

신용보험부
대표전화

1588-65657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융자 
(대출)시 보증서 발급
•  보증종류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부역금융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융보증

온라인 접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인증서 
발급)

벤처기업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업

•  유형별 벤처기업 및 인증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 대출기업
   - 예비벤처기업
•  평가료(부가세 별도)
   - 예비평가료 : 20만원
   - 확인수수료 : 10만원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발급

설립 3년이상인
중소기업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이노비즈넷 이용
(www.innobiz.net) 

기보 각 지점
본점 

창업성장부

051-606-765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설립 3년이상인
중소기업

•  자가진단 60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

온라인 신청
(www.mainbiz.

go.kr) 

기보 각 지점
본점 

지식창업부

051-606-7653

☞ 사업별 세부사항은 시행처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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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세부사항은 시행처 문의 및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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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보험금지급

문의처 문의
홈페이지

(www.kodit.co.kr)

신용보험부
대표전화

1588-65657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기술보증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융자 
(대출)시 보증서 발급
•  보증종류
   -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부역금융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구매자금융보증

온라인 접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인증서 
발급)

벤처기업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기업

•  유형별 벤처기업 및 인증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 대출기업
   - 예비벤처기업
•  평가료(부가세 별도)
   - 예비평가료 : 20만원
   - 확인수수료 : 10만원

회원가입 및
온라인 신청

온라인 접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

1544-1120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발급

설립 3년이상인
중소기업

•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이노비즈넷 이용
(www.innobiz.net) 

기보 각 지점
본점 

창업성장부

051-606-7653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설립 3년이상인
중소기업

•  자가진단 60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
•  선정기준
    -  평가지표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

온라인 신청
(www.mainbiz.

go.kr) 

기보 각 지점
본점 

지식창업부

051-606-7653

☞ 사업별 세부사항은 시행처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6. 기타 기관 주요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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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변동, ‘20년 3분기 2.15%)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창업기반지원
자금 대출 
프로그램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지방 소재 7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전 5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www.kibo.

or.kr)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44-112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0.3% 차감

문의처 문의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88-6565

경기신용
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특별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https://

g-money.
gg.go.kr) 

경기신용보증
재단 각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특별운영자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중소기업(500억원 이내),  
 중견기업(1,000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대 0.9%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스타트업 
브릿지 대출

코로나19로 후속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거나, 향후 투자유치 

예상 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Mega Venture
특별대출

외부기관(VC, PE 등)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가 인정되는 
비상장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0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3~10년,  

운영자금 1~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3% 이내)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사항) 최대 0.5~1.0%p 금리 우대

문의처 문의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88)

신규 유동성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대출금액)
•  운영자금
  -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60~90%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80~100%
  -  수출계약금액(기수령액 차감)의100%
  - 현지법인 매출액의 40~80%
•  수입선 다변화 자금
  - 대·중견기업 : 수입금액의 90%, 
  - 중소기업 : 수입금액의 100%
(우대사항)  금리 우대(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신규 거래 
수출입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별 5~100억원  
(총액 2,000억원 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우대사항) 금리 우대(0.8%~0.9%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금융 보증 
우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지원사항) 채무보증
(우대사항)    보증료율 우대(중견기업

0.15%, 중소기업 0.2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긴급경영
자금 대출 

당행 거래기업 중 
경제위기, 경기불황, 
재난·재해 등 
피해기업

(대출금액)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 

•  중견·중소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의 50% 이내

•  대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3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실적 
기반 대출 

혁신성장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수출 기업

(대출금액)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수출실적의 80%

(대출기간) 1 ~ 3년 이하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안정
자금 보증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지원내용)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수출 보험·
보증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보험·보증료 50% 할인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기술형(일반) 
창업지원 대출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업 
개시일 7년 이내 
창업기업

(*15.1.1.~19.12.31)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대출기간) 1년 (최대 2년 연장)
(대출금리) 최저 1.87% 

문의처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1599-8000)

1.  자금지원

Ⅸ.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 종합안내

64 6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변동, ‘20년 3분기 2.15%)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창업기반지원
자금 대출 
프로그램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지방 소재 7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전 5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www.kibo.

or.kr)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44-112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0.3% 차감

문의처 문의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88-6565

경기신용
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특별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https://

g-money.
gg.go.kr) 

경기신용보증
재단 각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특별운영자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중소기업(500억원 이내),  
 중견기업(1,000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대 0.9%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스타트업 
브릿지 대출

코로나19로 후속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거나, 향후 투자유치 

예상 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Mega Venture
특별대출

외부기관(VC, PE 등)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가 인정되는 
비상장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0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3~10년,  

운영자금 1~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3% 이내)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사항) 최대 0.5~1.0%p 금리 우대

문의처 문의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88)

신규 유동성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대출금액)
•  운영자금
  -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60~90%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80~100%
  -  수출계약금액(기수령액 차감)의100%
  - 현지법인 매출액의 40~80%
•  수입선 다변화 자금
  - 대·중견기업 : 수입금액의 90%, 
  - 중소기업 : 수입금액의 100%
(우대사항)  금리 우대(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신규 거래 
수출입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별 5~100억원  
(총액 2,000억원 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우대사항) 금리 우대(0.8%~0.9%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금융 보증 
우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지원사항) 채무보증
(우대사항)    보증료율 우대(중견기업

0.15%, 중소기업 0.2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긴급경영
자금 대출 

당행 거래기업 중 
경제위기, 경기불황, 
재난·재해 등 
피해기업

(대출금액)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 

•  중견·중소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의 50% 이내

•  대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3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실적 
기반 대출 

혁신성장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수출 기업

(대출금액)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수출실적의 80%

(대출기간) 1 ~ 3년 이하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안정
자금 보증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지원내용)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수출 보험·
보증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보험·보증료 50% 할인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기술형(일반) 
창업지원 대출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업 
개시일 7년 이내 
창업기업

(*15.1.1.~19.12.31)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대출기간) 1년 (최대 2년 연장)
(대출금리) 최저 1.87% 

문의처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1599-8000)

1.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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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변동, ‘20년 3분기 2.15%)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창업기반지원
자금 대출 
프로그램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지방 소재 7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전 5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www.kibo.

or.kr)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44-112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0.3% 차감

문의처 문의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88-6565

경기신용
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특별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https://

g-money.
gg.go.kr) 

경기신용보증
재단 각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특별운영자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중소기업(500억원 이내),  
 중견기업(1,000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대 0.9%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스타트업 
브릿지 대출

코로나19로 후속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거나, 향후 투자유치 

예상 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Mega Venture
특별대출

외부기관(VC, PE 등)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가 인정되는 
비상장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0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3~10년,  

운영자금 1~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3% 이내)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사항) 최대 0.5~1.0%p 금리 우대

문의처 문의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88)

신규 유동성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대출금액)
•  운영자금
  -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60~90%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80~100%
  -  수출계약금액(기수령액 차감)의100%
  - 현지법인 매출액의 40~80%
•  수입선 다변화 자금
  - 대·중견기업 : 수입금액의 90%, 
  - 중소기업 : 수입금액의 100%
(우대사항)  금리 우대(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신규 거래 
수출입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별 5~100억원  
(총액 2,000억원 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우대사항) 금리 우대(0.8%~0.9%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금융 보증 
우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지원사항) 채무보증
(우대사항)    보증료율 우대(중견기업

0.15%, 중소기업 0.2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긴급경영
자금 대출 

당행 거래기업 중 
경제위기, 경기불황, 
재난·재해 등 
피해기업

(대출금액)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 

•  중견·중소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의 50% 이내

•  대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3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실적 
기반 대출 

혁신성장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수출 기업

(대출금액)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수출실적의 80%

(대출기간) 1 ~ 3년 이하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안정
자금 보증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지원내용)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수출 보험·
보증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보험·보증료 50% 할인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기술형(일반) 
창업지원 대출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업 
개시일 7년 이내 
창업기업

(*15.1.1.~19.12.31)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대출기간) 1년 (최대 2년 연장)
(대출금리) 최저 1.87% 

문의처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1599-8000)

1.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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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로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변동, ‘20년 3분기 2.15%)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창업기반지원
자금 대출 
프로그램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지방 소재 7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10년, 운전 5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0.3%

온라인 신청
(www.kosmes.

or.kr)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
대표전화

1357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www.kibo.

or.kr)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44-1120

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한도)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료율) 1.0% 고정보증료, 0.3% 차감

문의처 문의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대표번호

1588-6565

경기신용
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특별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0.8% 고정보증료

온라인 접수
(https://

g-money.
gg.go.kr) 

경기신용보증
재단 각 지점
대표번호

1577-5900

특별운영자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중소기업(500억원 이내),  
 중견기업(1,000억원 이내)

(대출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대 0.9%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스타트업 
브릿지 대출

코로나19로 후속 
투자유치가 지연되고 
있거나, 향후 투자유치 

예상 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억원
(대출기간) 1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Mega Venture
특별대출

외부기관(VC, PE 등) 
지분투자 등을 통한 
기업가치가 인정되는 
비상장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500억원
(대출기간)    시설자금 3~10년,  

운영자금 1~3년 이내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3% 이내)

문의처 문의
산업은행 영업점
(1588-15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우대사항) 최대 0.5~1.0%p 금리 우대

문의처 문의
기업은행 영업점
(1588-2588)

신규 유동성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대출금액)
•  운영자금
  - 중견기업 : 수출실적의 60~90%
  - 중소기업 : 수출실적의 80~100%
  -  수출계약금액(기수령액 차감)의100%
  - 현지법인 매출액의 40~80%
•  수입선 다변화 자금
  - 대·중견기업 : 수입금액의 90%, 
  - 중소기업 : 수입금액의 100%
(우대사항)  금리 우대(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중소 스피드업 
수출입 대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신규 거래 
수출입 중소기업

(대출한도)     기업별 5~100억원  
(총액 2,000억원 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우대사항) 금리 우대(0.8%~0.9%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금융 보증 
우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국내 및 해외 
현지진출기업

(지원사항) 채무보증
(우대사항)    보증료율 우대(중견기업

0.15%, 중소기업 0.25% 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긴급경영
자금 대출 

당행 거래기업 중 
경제위기, 경기불황, 
재난·재해 등 
피해기업

(대출금액)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해액으로 간주 

•  중견·중소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의 50% 이내

•  대기업 :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의    
3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내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실적 
기반 대출 

혁신성장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영위하거나 
코로나19 피해 수출 기업

(대출금액)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수출실적의 80%

(대출기간) 1 ~ 3년 이하
문의처 문의

수출입은행
(02-3779-6114)

수출안정
자금 보증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지원내용)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수출 보험·
보증료 감면

코로나19 피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보증보험·보증료 50% 할인

온라인 접수
(https://cyber.
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기술형(일반) 
창업지원 대출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업 
개시일 7년 이내 
창업기업

(*15.1.1.~19.12.31)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2억원 內
(대출기간) 1년 (최대 2년 연장)
(대출금리) 최저 1.87% 

문의처 문의
신한은행 영업점
(1599-8000)

1.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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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요건) 
•  휴업 :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1일 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  특별업종(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 :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  일반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

(지원대상)  고용유지 조치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유지비용
대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

(대부수준) 최저 100만원 ~ 최대 1억원
(대부조건)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

온라인신청
(welfare.
kcomwel.
or.kr) 또는
문의처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대표전화

1644-0083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기준단가 90~100%
•  일반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90~100% 

 (대기업) 기준단가 40~60%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

문의처 문의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표전화

1644-80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화상상담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중소·중견기업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지원
• 화상상담을 위한 통번역 무료 지원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지사화사업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조건)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 소재 무역관

(지원기간)    3개월, 필요시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점검,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해외진출 예정된
유망 중소기업

•  Amazon(아마존), EU(유럽), 
Qoo10JP(일본), Shopee(동남아) 등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입점 준비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용 전문마케팅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사업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력, 조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중장비, 
소비재, ICT 솔루션, 
에듀테크, 공공조달

•  온라인상품관을 통해 국내기업 상품  
전시(해외 바이어에게 홍보)
•  바이어가 선택시 구매오퍼 수신 가능
•  1:1 화상상담 지원(통번역 지원)

온라인 신청
(www.buykorea.

or.kr)

buyKORE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바우처사업

kotra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후속 지원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항목)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전용 바우처 지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1회 발급)
(자비부담)    발급금액의 30%, 서비스 구매

시 청구되는 부가가치세 10%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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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요건) 
•  휴업 :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1일 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  특별업종(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 :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  일반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

(지원대상)  고용유지 조치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유지비용
대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

(대부수준) 최저 100만원 ~ 최대 1억원
(대부조건)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

온라인신청
(welfare.
kcomwel.
or.kr) 또는
문의처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대표전화

1644-0083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기준단가 90~100%
•  일반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90~100% 

 (대기업) 기준단가 40~60%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

문의처 문의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표전화

1644-80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화상상담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중소·중견기업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지원
• 화상상담을 위한 통번역 무료 지원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지사화사업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조건)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 소재 무역관

(지원기간)    3개월, 필요시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점검,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해외진출 예정된
유망 중소기업

•  Amazon(아마존), EU(유럽), 
Qoo10JP(일본), Shopee(동남아) 등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입점 준비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용 전문마케팅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사업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력, 조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중장비, 
소비재, ICT 솔루션, 
에듀테크, 공공조달

•  온라인상품관을 통해 국내기업 상품  
전시(해외 바이어에게 홍보)
•  바이어가 선택시 구매오퍼 수신 가능
•  1:1 화상상담 지원(통번역 지원)

온라인 신청
(www.buykorea.

or.kr)

buyKORE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바우처사업

kotra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후속 지원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항목)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전용 바우처 지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1회 발급)
(자비부담)    발급금액의 30%, 서비스 구매

시 청구되는 부가가치세 10%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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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요건) 
•  휴업 :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1일 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  특별업종(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 :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  일반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

(지원대상)  고용유지 조치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유지비용
대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

(대부수준) 최저 100만원 ~ 최대 1억원
(대부조건)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

온라인신청
(welfare.
kcomwel.
or.kr) 또는
문의처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대표전화

1644-0083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기준단가 90~100%
•  일반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90~100% 

 (대기업) 기준단가 40~60%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

문의처 문의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표전화

1644-80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화상상담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중소·중견기업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지원
• 화상상담을 위한 통번역 무료 지원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지사화사업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조건)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 소재 무역관

(지원기간)    3개월, 필요시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점검,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해외진출 예정된
유망 중소기업

•  Amazon(아마존), EU(유럽), 
Qoo10JP(일본), Shopee(동남아) 등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입점 준비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용 전문마케팅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사업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력, 조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중장비, 
소비재, ICT 솔루션, 
에듀테크, 공공조달

•  온라인상품관을 통해 국내기업 상품  
전시(해외 바이어에게 홍보)
•  바이어가 선택시 구매오퍼 수신 가능
•  1:1 화상상담 지원(통번역 지원)

온라인 신청
(www.buykorea.

or.kr)

buyKORE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바우처사업

kotra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후속 지원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항목)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전용 바우처 지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1회 발급)
(자비부담)    발급금액의 30%, 서비스 구매

시 청구되는 부가가치세 10%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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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유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요건) 
•  휴업 :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  휴직 : 1개월이상 실시
(지원기간)  특별업종 최대 240일, 

 일반업종 최대 180일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무급 휴업·휴직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평균임금의 50%이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1일 한도 6.6만원)

(지원요건) 
•  휴업 : 노동위원회 승인
•  휴직 :  특별업종(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일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 휴업 
3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총180일(근로자기준)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지원내용) 월 50만원
(지원요건)
•  특별업종 :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바로 무급휴직 실시
•  일반업종 :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
(지원기간) 최대 3개월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 
 (임금감소분의 50%, 최대 6개월)

(지원대상)  고용유지 조치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문의처 문의

고용노동부
(www.ei.go.kr)

대표전화

1350

고용유지비용
대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주

(대부수준) 최저 100만원 ~ 최대 1억원
(대부조건) 1.5%(1년 거치 후 일시상환)

온라인신청
(welfare.
kcomwel.
or.kr) 또는
문의처 문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대표전화

1644-0083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기업 60일이상, 
180시간)

(지원내용)
•  특별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150% 

  (대기업) 기준단가 90~100%
•  일반업종 :  (중소기업) 기준단가 90~100% 

 (대기업) 기준단가 40~60%
(지원대상) 사업주 지원

문의처 문의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표전화

1644-8000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화상상담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중소·중견기업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  바이어와 1:1 화상상담 지원
• 화상상담을 위한 통번역 무료 지원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지사화사업

코로나19로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신청조건)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 소재 무역관

(지원기간)    3개월, 필요시 3개월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내용)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 
마케팅  업무에 현지 무역관  
전담인력을 긴급 투입하여  
3개월간 대행

 •   샘플 시연 상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점검,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등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해외진출 예정된
유망 중소기업

•  Amazon(아마존), EU(유럽), 
Qoo10JP(일본), Shopee(동남아) 등  
해외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입점 준비기업 지원부터 플랫폼 입점  
이후 인플루언서 활용 전문마케팅까지 
각 기업의 해외수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산업별
온라인 
상품관사업

주요 산업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

*전력, 조선,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부품, 중장비, 
소비재, ICT 솔루션, 
에듀테크, 공공조달

•  온라인상품관을 통해 국내기업 상품  
전시(해외 바이어에게 홍보)
•  바이어가 선택시 구매오퍼 수신 가능
•  1:1 화상상담 지원(통번역 지원)

온라인 신청
(www.buykorea.

or.kr)

buyKOREA

대표번호

1600-7119

긴급 
바우처사업

kotra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책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후속 지원시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항목)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 구매가 
가능한 전용 바우처 지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 1회 발급)
(자비부담)    발급금액의 30%, 서비스 구매

시 청구되는 부가가치세 10%

모집 공고시
온라인 신청

(www.kotra.or.kr)

kotra

대표번호

16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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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국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문의처 문의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126

지방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 등 어려움을 
겪는 업체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문의처 문의

경기도 세정과 및
수원시 세정과

대표번호

031-8008-4188

관세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기업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P/L(Paperless) 전환하여 
당일 관세 환급 결정 및 지급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문의처 문의

관세청

대표번호

125

통관

원부자재, 마스크·
방호복·진단용
키트 등 긴급 조달
물품 수급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  감면 사전 신청 및 심사완료를 통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

문의처 문의

관세청

대표번호

125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운영

중소기업

•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금융애로사항
•   수출신용장 매입, 기한부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한도 등과 관련한 무역금융애로사항
•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및 
각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문의처 문의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대표번호

1332

4. 세제지원

5.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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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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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4188

관세
코로나19 피해
수출업 기업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P/L(Paperless) 전환하여 
당일 관세 환급 결정 및 지급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문의처 문의

관세청

대표번호

125

통관

원부자재, 마스크·
방호복·진단용
키트 등 긴급 조달
물품 수급업체

•  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  수입심사시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  감면 사전 신청 및 심사완료를 통해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

문의처 문의

관세청

대표번호

125

지원사업 대상 주요사항 신청방법 문의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 운영

중소기업

•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또는 대출금리 등과 
관련한 금융애로사항
•   수출신용장 매입, 기한부 신용장 개설 및 
무역금융한도 등과 관련한 무역금융애로사항
•   정책자금지원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및 
각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문의처 문의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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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제지원

5. 기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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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2수원 청년 [내:일]로 사업 중소기업 조세 지원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 추진으로 지역 기반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

하고 수원시 청년이 관내 기업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2018년 하반기 ~ 2021년)

사업개요 ■기        간 : 2018. 7. ~ 2021. 12.
 ■사  업  비 : 1,798백만원
 ■지원대상 
    - 110명(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수원시 미취업 청년)

    -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기반의 법인·단체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청년 인건비 및 
교육 지원

1,798
청년 인건비 80%
및 근무교육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지원절차

참여대상 모집*
(청년 · 기업) ➞

【시-청년-기업】

3자 약정체결 ➞

근무개시 및 
임금지급 ➞

인건비 신청
➞

인건비 지원

시 시⇔청년⇔기업 기업 ⇒ 청년 기업 ⇒ 시 시 ⇒ 기업

  *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 모집 유동적 운영 예정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청년여성일자리팀 ☎031-228-2998

 지원대상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
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
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
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2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
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은 제외)은 50%)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 억제권
역 내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
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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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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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 추진으로 지역 기반의 청년 일자리를 발굴

하고 수원시 청년이 관내 기업에서 일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2018년 하반기 ~ 2021년)

사업개요 ■기        간 : 2018. 7. ~ 2021. 12.
 ■사  업  비 : 1,798백만원
 ■지원대상 
    - 110명(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수원시 미취업 청년)

    -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기반의 법인·단체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 원 내 역 지 원 한 도

청년 인건비 및 
교육 지원

1,798
청년 인건비 80%
및 근무교육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지원
● 1개 기업 당 최대 5명 

지원절차

참여대상 모집*
(청년 · 기업) ➞

【시-청년-기업】

3자 약정체결 ➞

근무개시 및 
임금지급 ➞

인건비 신청
➞

인건비 지원

시 시⇔청년⇔기업 기업 ⇒ 청년 기업 ⇒ 시 시 ⇒ 기업

  *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 모집 유동적 운영 예정

문 의 처 ■담당부서 : 수원시 일자리정책관 청년여성일자리팀 ☎031-228-2998

 지원대상 ■창업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창업 후 4년 이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
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
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
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
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후 최
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75%, 2년간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
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은 제외)은 50%)

     -   청년(15~34세) 및 생계형(연매출 4,800만원 이하) 창업기업은 수도권과밀 억제권
역 내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경우 50%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
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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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72 7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
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
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지원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 도 권 수 도 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③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지원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④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10~12%(일반투자 10%,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12%)와 추가공제 
3%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하여 세액공제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⑥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700만원

(수도권 밖의 경우 70~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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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
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
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지원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 도 권 수 도 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③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지원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④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10~12%(일반투자 10%,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12%)와 추가공제 
3%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하여 세액공제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⑥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700만원

(수도권 밖의 경우 70~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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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
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
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지원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 도 권 수 도 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③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지원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④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10~12%(일반투자 10%,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12%)와 추가공제 
3%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하여 세액공제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⑥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700만원

(수도권 밖의 경우 70~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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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
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
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
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
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지원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수 도 권 수 도 권 외

소기업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의료업 5%
• 상기 업종 외 15%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③ 창업·벤처기업 지원세제

지원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엔젤투자 세제지원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소득공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과세특례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비과세(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37.5%),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중과세율 적용 배제

④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10~12%(일반투자 10%,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 12%)와 추가공제 
3% (직전 3년간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를 더하여 세액공제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내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R&D비용의 30%를 세액공제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의 R&D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또는 당해

연도 R&D비용의 25% 중에서 선택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당해 과세연도 이전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 R&D비용이 
소급 4년간 발생한 평균 R&D비용 보다 적을 때는 당해연도 발생비용의 25% 공제

⑥ 고용창출 및 유인을 위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제도 공제 대상 공제규모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액 세액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700만원

(수도권 밖의 경우 70~100만원 추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전년대비 고용인원 증가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청년 : 100%
청년 외 : 50%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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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1천만원

⑦ 가업상속 지원

지원내용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
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⑧ 기   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
업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앱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월별
지   방   세

국   세
시  세 도  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1.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1.16.~1.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5.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31.한)
• 자동차세 분할납부 (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31.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25.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31.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 (6.16.~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6.30.한)
• 자동차세 분할 납부 (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7.31.한)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 
(7.16.~7.31.)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31.한)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1/2), 건축물,선박]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한)

8월 •   주민세(균등분) 납기 (8.16.~8.31.)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 (9.30.한)

•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기 (12.16.~12.31.)
•   자동차세 분할 납부 (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한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매월 10일한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 한)

수시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1)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월별 지방세 국세 신고 및 납기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74 7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1천만원

⑦ 가업상속 지원

지원내용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
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⑧ 기   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
업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앱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월별
지   방   세

국   세
시  세 도  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1.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1.16.~1.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5.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31.한)
• 자동차세 분할납부 (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31.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25.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31.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 (6.16.~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6.30.한)
• 자동차세 분할 납부 (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7.31.한)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 
(7.16.~7.31.)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31.한)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1/2), 건축물,선박]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한)

8월 •   주민세(균등분) 납기 (8.16.~8.31.)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 (9.30.한)

•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기 (12.16.~12.31.)
•   자동차세 분할 납부 (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한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매월 10일한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 한)

수시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1)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월별 지방세 국세 신고 및 납기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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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74 75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1천만원

⑦ 가업상속 지원

지원내용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
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20%) 저율로 과세

⑧ 기   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의 일정액을 사
업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 자영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사업자(직전년도 공급가앱 10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
치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연간 1천만원 한도,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기타 
사업자 1.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만큼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

월별
지   방   세

국   세
시  세 도  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1.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31.한)

•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 
(1.16.~1.31.)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5.한)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3.31.한)
• 자동차세 분할납부 (3.31.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31.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25.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5.31.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31.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 (6.16.~6.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6.30.한)
• 자동차세 분할 납부 (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6.30.한)

7월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7.31.한)
•   재산세[주택분(1/2),건축물,선박,항공기] 납기 
(7.16.~7.31.)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31.한)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분(1/2), 건축물,선박]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한)

8월 •   주민세(균등분) 납기 (8.16.~8.31.)

9월
•   재산세[주택분(1/2), 토지분] 납기(9.16.~9.30.)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 (9.30.한)

•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에 병기되어 부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31.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30.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기 (12.16.~12.31.)
•   자동차세 분할 납부 (12.31.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 
(12.1.~12.15.)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한
•   주민세(종업원분)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 기한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 매월 10일한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 한)

수시
•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1)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월별 지방세 국세 신고 및 납기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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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

70%(청년은 90%)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 1인당 1천만원

⑦ 가업상속 지원

지원내용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가업상속재산의 100%(500억 한도)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
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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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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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6.30.한)
• 자동차세 분할 납부 (6.30.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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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납부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월별 지방세 국세 신고 및 납기

Ⅹ. 기타 지원사업 및 세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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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  득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개인분：보통징수 (납기 8.16.~8.31.)
•사업소분：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8.31.)
•종업원분：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제1기분 (6.16.~6.30.) / 제2기분 (12.16.~12.31.)
•수시분：매매·폐차 등 일할계산세액 수시부과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법인소득：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종합소득：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양도소득：양도세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징수：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수시부과, 무신고 및 과소·누락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 고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매년 7월(16~31), 9월(16~30)：舊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재  산  세 •보통징수

•7월 정기분 : 주택분 1/2, 건축물분 전체 (납기 : 7.16.~7.31.)
•9월 정기분 : 주택분 1/2, 토지분 전체 (납기 : 9.16.~9.30.)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및사업소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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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재  산  세 •보통징수

•7월 정기분 : 주택분 1/2, 건축물분 전체 (납기 : 7.16.~7.31.)
•9월 정기분 : 주택분 1/2, 토지분 전체 (납기 : 9.16.~9.30.)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및사업소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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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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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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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 주택분 1/2, 토지분 전체 (납기 : 9.16.~9.30.)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수시분：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및사업소분)·재산세·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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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9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확대형 307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대응형 120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강소기업100 125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소부장 전략 105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소부장 일반 132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TIPS 544 2년 5 90% 1월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년 4 90% 1월,5월 2월,6월 2~8월

디딤돌 399 1년 1.5 90%
1월, 

4~5월 1월,5~6월 2~8월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년 4 90% 2월 3월 5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년 4 90% 2월 5월 7월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월 4월 6월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형

421 2년 5 80% 12,5월 1,6월 2~3월
7~8월

공동
투자형

3년 24 80% 12,3,9월 1,4,10월
2~3월

5월
11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월 1~2월 3월

R&BD 2년 6 80% 8~9월 10월 11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
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산연
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년 4 80% 1월 1~3월 4~5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년 6 65% 4월 5월 6~7월

Bottom-Up 34.9 2년 5 65% 1월 2월 3~4월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1,5월 3,6월 4~5월
7~8월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년 12 80% 4월 5월 5~6월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년 6 80% 1,5월 1,5월 2~3월
6~7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년 2 80% 1월 1~2월 3~4월

고도화 37.5 2년 10 80% 3월 3월 4월

현장형 R&D 143 1년 0.5 80% 1월,4월 1~2월
4~5월

3~4월
6~7월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년 6 80% 1월 2~3월 3~6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년 24 80% 2월 2월 3월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년 5 80% 1월,5월 2월, 6월 3~4월
7~8월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년 4 70%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년 4 70% 1월 2월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년 5 70% 1월 2월 3월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년 1.5 80% 1월 2월 3~5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년 2.5 80% 2월 3월 4~5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년 0.23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년 0.5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년 - 50% 2월,7월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년 3 100% 2월 3월 4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년 0.1 70% 1월 2~11월 2~11월

기반플러스형 63 1년 0.5 70% 1월 2~11월 2~11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월 2~3월
5~6월

4~5월
7~8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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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확대형 307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대응형 120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강소기업100 125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소부장 전략 105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소부장 일반 132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TIPS 544 2년 5 90% 1월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년 4 90% 1월,5월 2월,6월 2~8월

디딤돌 399 1년 1.5 90%
1월, 

4~5월 1월,5~6월 2~8월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년 4 90% 2월 3월 5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년 4 90% 2월 5월 7월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월 4월 6월

협
력
형

R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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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기술개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형

421 2년 5 80% 12,5월 1,6월 2~3월
7~8월

공동
투자형

3년 24 80% 12,3,9월 1,4,10월
2~3월

5월
11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월 1~2월 3월

R&BD 2년 6 80% 8~9월 10월 11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
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산연
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년 4 80% 1월 1~3월 4~5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년 6 65% 4월 5월 6~7월

Bottom-Up 34.9 2년 5 65% 1월 2월 3~4월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1,5월 3,6월 4~5월
7~8월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년 12 80% 4월 5월 5~6월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년 6 80% 1,5월 1,5월 2~3월
6~7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년 2 80% 1월 1~2월 3~4월

고도화 37.5 2년 10 80% 3월 3월 4월

현장형 R&D 143 1년 0.5 80% 1월,4월 1~2월
4~5월

3~4월
6~7월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년 6 80% 1월 2~3월 3~6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년 24 80% 2월 2월 3월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년 5 80% 1월,5월 2월, 6월 3~4월
7~8월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년 4 70%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년 4 70% 1월 2월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년 5 70% 1월 2월 3월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년 1.5 80% 1월 2월 3~5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년 2.5 80% 2월 3월 4~5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년 0.23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년 0.5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년 - 50% 2월,7월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년 3 100% 2월 3월 4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년 0.1 70% 1월 2~11월 2~11월

기반플러스형 63 1년 0.5 70% 1월 2~11월 2~11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월 2~3월
5~6월

4~5월
7~8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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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78 79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1.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확대형 307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대응형 120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강소기업100 125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소부장 전략 105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소부장 일반 132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TIPS 544 2년 5 90% 1월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년 4 90% 1월,5월 2월,6월 2~8월

디딤돌 399 1년 1.5 90%
1월, 

4~5월 1월,5~6월 2~8월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년 4 90% 2월 3월 5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년 4 90% 2월 5월 7월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월 4월 6월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형

421 2년 5 80% 12,5월 1,6월 2~3월
7~8월

공동
투자형

3년 24 80% 12,3,9월 1,4,10월
2~3월

5월
11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월 1~2월 3월

R&BD 2년 6 80% 8~9월 10월 11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
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산연
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년 4 80% 1월 1~3월 4~5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년 6 65% 4월 5월 6~7월

Bottom-Up 34.9 2년 5 65% 1월 2월 3~4월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1,5월 3,6월 4~5월
7~8월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년 12 80% 4월 5월 5~6월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년 6 80% 1,5월 1,5월 2~3월
6~7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년 2 80% 1월 1~2월 3~4월

고도화 37.5 2년 10 80% 3월 3월 4월

현장형 R&D 143 1년 0.5 80% 1월,4월 1~2월
4~5월

3~4월
6~7월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년 6 80% 1월 2~3월 3~6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년 24 80% 2월 2월 3월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년 5 80% 1월,5월 2월, 6월 3~4월
7~8월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년 4 70%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년 4 70% 1월 2월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년 5 70% 1월 2월 3월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년 1.5 80% 1월 2월 3~5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년 2.5 80% 2월 3월 4~5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년 0.23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년 0.5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년 - 50% 2월,7월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년 3 100% 2월 3월 4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년 0.1 70% 1월 2~11월 2~11월

기반플러스형 63 1년 0.5 70% 1월 2~11월 2~11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월 2~3월
5~6월

4~5월
7~8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90%

ⅩⅠ.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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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확대형 307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시장대응형 120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강소기업100 125 4년 20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소부장 전략 105 2년 6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소부장 일반 132 2년 5 80% 1월,5월 2월,6월 3~5월
7~8월

TIPS 544 2년 5 90% 1월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년 4 90% 1월,5월 2월,6월 2~8월

디딤돌 399 1년 1.5 90%
1월, 

4~5월 1월,5~6월 2~8월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년 4 90% 2월 3월 5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년 4 90% 2월 5월 7월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월 4월 6월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형

421 2년 5 80% 12,5월 1,6월 2~3월
7~8월

공동
투자형

3년 24 80% 12,3,9월 1,4,10월
2~3월

5월
11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월 1~2월 3월

R&BD 2년 6 80% 8~9월 10월 11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
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산연
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월 1~2월 3~4월

사업화 
R&D

2년 4 80% 1월 3~4월 4~5월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년 4 80% 1월 1~3월 4~5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년 6 65% 4월 5월 6~7월

Bottom-Up 34.9 2년 5 65% 1월 2월 3~4월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1,5월 3,6월 4~5월
7~8월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년 12 80% 4월 5월 5~6월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년 6 80% 1,5월 1,5월 2~3월
6~7월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년 2 80% 1월 1~2월 3~4월

고도화 37.5 2년 10 80% 3월 3월 4월

현장형 R&D 143 1년 0.5 80% 1월,4월 1~2월
4~5월

3~4월
6~7월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년 6 80% 1월 2~3월 3~6월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년 24 80% 2월 2월 3월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년 5 80% 1월,5월 2월, 6월 3~4월
7~8월

지역특화산업
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년 4 70%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년 4 70% 1월 2월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년 5 70% 1월 2월 3월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년 1.5 80% 1월 2월 3~5월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년 2.5 80% 2월 3월 4~5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년 0.23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년 0.5 50% 2월,7월 3월,9월 5~6월
11~12월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년 - 50% 2월,7월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년 3 100% 2월 3월 4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년 0.1 70% 1월 2~11월 2~11월

기반플러스형 63 1년 0.5 70% 1월 2~11월 2~11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월 2,5월 3,6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월 2~3월
5~6월

4~5월
7~8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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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80 8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
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
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
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
율 상향조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
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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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
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
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
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
율 상향조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
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ⅩⅠ.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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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80 81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
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
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
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
율 상향조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
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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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
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
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
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
율 상향조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
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
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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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업을 위한 지방세길라잡이

82 83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GUIDE BOOK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상담·자문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 
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 각 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시범)

▶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3~4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정책과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 042-481-4400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2. 기술보호 지원사업

 3. 문의처

ⅩⅠ.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통합공고



227

VII   . 2021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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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상담·자문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 
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 각 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시범)

▶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3~4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정책과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 042-481-4400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2. 기술보호 지원사업

 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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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상담·자문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 
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 각 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시범)

▶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3~4월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정책과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정
책
목
적
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 042-481-4400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2. 기술보호 지원사업

 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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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및 
유관기관 문의처

ⅩⅡ

기 관 명 지원부서명 지원사업명 전화번호 비  고(Fax)

수 원 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기업지원 031-228-2318,3283 031-228-3711

국제통상팀 수출통상지원 031-228-2656,3102

투자유치팀 투자유치 031-228-2285,2657

공장관리팀 공장등록 031-228-2283,2286

델타플렉스지원팀 델타플렉스 관리 031-228-2338,2339 031-228-3120

수 원 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동민정협력사업 031-228-2277

031-228-7153노사협력팀 노동단체·노동자 지원사업 031-228-2508

노동권익팀 비정규직 정책사업 031-228-3277

수 원 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일자리 지원 031-228-3801 031-228-3882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지원 031-254-4836 031-259-7810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마케팅 지원 031-244-3453 031-244-3477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031-244-8321 0303-3261-291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해외전시지원사업 031-259-6000 031-259-6258

SOS지원팀 SOS상담및컨설팅 031-259-6119 031-259-6180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특례보증지원 1577-5900 070-7614-227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기업지원, 수출마케팅지원 031-259-7900 031-259-7902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기업지원, 수출지원 031-201-6818 031-201-6919

KOTRA 경기지부 해외지사화사업 031-273-6032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수출업무부 수출보험 지원 031-259-7613 031-259-7607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벤처촉진지구 지원 031-259-7343 031-259-7241

1. 기업지원시책 신청 및 문의처

ⅩⅡ. 수원시 및 유관기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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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지원부서명 지원사업명 전화번호 비  고(Fax)

수 원 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기업지원 031-228-2318,3283 031-228-3711

국제통상팀 수출통상지원 031-228-2656,3102

투자유치팀 투자유치 031-228-2285,2657

공장관리팀 공장등록 031-228-2283,2286

델타플렉스지원팀 델타플렉스 관리 031-228-2338,2339 031-228-3120

수 원 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동민정협력사업 031-228-2277

031-228-7153노사협력팀 노동단체·노동자 지원사업 031-228-2508

노동권익팀 비정규직 정책사업 031-228-3277

수 원 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일자리 지원 031-228-3801 031-228-3882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수출지원사업지원 031-254-4836 031-259-7810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마케팅 지원 031-244-3453 031-244-3477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관련 031-244-8321 0303-3261-2912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해외전시지원사업 031-259-6000 031-259-6258

SOS지원팀 SOS상담및컨설팅 031-259-6119 031-259-6180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특례보증지원 1577-5900 070-7614-227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기업지원, 수출마케팅지원 031-259-7900 031-259-7902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기업지원, 수출지원 031-201-6818 031-201-6919

KOTRA 경기지부 해외지사화사업 031-273-6032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수출업무부 수출보험 지원 031-259-7613 031-259-7607

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벤처촉진지구 지원 031-259-7343 031-259-7241

1. 기업지원시책 신청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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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경기도 
정책자금 안내

ⅩⅢ

2. R&D관련 홈페이지 안내

기관명 홈페이지 비고

한국연구재단 http://www.nrf.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http:/www.keit.re.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www.kiat.or.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보건의료R&D지원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http://www.iitp.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www.nip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http://www.ipet.re.kr/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http://atis.rda.go.kr/

한국원자력연구원 http://www.kaeri.re.kr/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imst.re.kr/

3.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지점명 주        소 연락처 관할지역

기술평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 4층 417/418호 1577-5900 경기도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5 R&DB 4층 401호 1577-5900 수원시

서수원출장소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6번길 142-10 B동616호 산업단지  
수원시기업지원센터 내

1577-5900 수원시 권선구

4. 고용센터

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        소 연락처

중부청

중부청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기업지원과

032-460-4811

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수원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031-231-7897

 ※ 각종서식은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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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규모
(단위:천만원)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2,000
수출형기업 300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4,0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5년(1년)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회복지원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
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 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탄력 조정

1. 경기도 정책자금 현황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구 분 산출방법

기본
이차
보전율

■은행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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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상한율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2.51% ~ 3.00% 0.6%
3.01% ~ 3.50% 0.7%
3.51% ~ 4.00% 0.8%
4.01% ~ 4.33% 0.9%
4.34% ~ 4.66% 1.0%
4.67% ~ 5.00% 1.1%

추가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별 추가이차보전율 운영

지 원 대 상 이차보전율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0.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2%

예 시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 지 원 대 상 대 출 금 액 은 행 금 리

A기업 신기술기업 5억원 5.26%

■이차보전율 산출
 ① 기본이차보전율 : 1.3%
   4%×20% + 1%×30% + 0.26%×40% = 1.204% ≒ 1.3%(절상)
    (0.8%)     (0.3%)      (0.104%)
   ※ 상한 이차보전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상한율(=1.5%)
 ② 추가이차보전율 : +0.3%(신기술기업).  ③ 최종이차보전율 : 1.6%(=1.3%+0.3%)
 ☞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66% (=5.26%-1.6%)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1-888-5165
 ■담당부서 : 경기도 특화기업20지원과 ☎031-8030-3023

2. 이차보전제도

 ※ “대출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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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규모
(단위:천만원)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2,000
수출형기업 300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4,0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5년(1년)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회복지원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
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 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탄력 조정

1. 경기도 정책자금 현황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구 분 산출방법

기본
이차
보전율

■은행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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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상한율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2.51% ~ 3.00% 0.6%
3.01% ~ 3.50% 0.7%
3.51% ~ 4.00% 0.8%
4.01% ~ 4.33% 0.9%
4.34% ~ 4.66% 1.0%
4.67% ~ 5.00% 1.1%

추가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별 추가이차보전율 운영

지 원 대 상 이차보전율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0.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2%

예 시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 지 원 대 상 대 출 금 액 은 행 금 리

A기업 신기술기업 5억원 5.26%

■이차보전율 산출
 ① 기본이차보전율 : 1.3%
   4%×20% + 1%×30% + 0.26%×40% = 1.204% ≒ 1.3%(절상)
    (0.8%)     (0.3%)      (0.104%)
   ※ 상한 이차보전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상한율(=1.5%)
 ② 추가이차보전율 : +0.3%(신기술기업).  ③ 최종이차보전율 : 1.6%(=1.3%+0.3%)
 ☞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66% (=5.26%-1.6%)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1-888-5165
 ■담당부서 : 경기도 특화기업20지원과 ☎031-8030-3023

2. 이차보전제도

 ※ “대출금액” 기준

ⅩⅢ. 경기도 정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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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규모
(단위:천만원)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2,000
수출형기업 300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4,0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5년(1년)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회복지원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
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 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탄력 조정

1. 경기도 정책자금 현황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구 분 산출방법

기본
이차
보전율

■은행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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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상한율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2.51% ~ 3.00% 0.6%
3.01% ~ 3.50% 0.7%
3.51% ~ 4.00% 0.8%
4.01% ~ 4.33% 0.9%
4.34% ~ 4.66% 1.0%
4.67% ~ 5.00% 1.1%

추가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별 추가이차보전율 운영

지 원 대 상 이차보전율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0.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2%

예 시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 지 원 대 상 대 출 금 액 은 행 금 리

A기업 신기술기업 5억원 5.26%

■이차보전율 산출
 ① 기본이차보전율 : 1.3%
   4%×20% + 1%×30% + 0.26%×40% = 1.204% ≒ 1.3%(절상)
    (0.8%)     (0.3%)      (0.104%)
   ※ 상한 이차보전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상한율(=1.5%)
 ② 추가이차보전율 : +0.3%(신기술기업).  ③ 최종이차보전율 : 1.6%(=1.3%+0.3%)
 ☞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66% (=5.26%-1.6%)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1-888-5165
 ■담당부서 : 경기도 특화기업20지원과 ☎031-8030-3023

2. 이차보전제도

 ※ “대출금액” 기준

ⅩⅢ. 경기도 정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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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규모
(단위:천만원)

자금 용도 지원한도
융자기간
(거치기간)

 합 계 20,000

소 계 15,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3,0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매출감소기업 2,000
2억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2,000
수출형기업 300

5억원
청년혁신창업기업 400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100 2억원 4년(1년)

소상공인 4,000

경영개선자금

1억원
5년(1년)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임차비 90%이내)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600
•희망특례자금(50억원), 재해피해자금(50억원)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500억원) 

예비자금 2,600 •회복지원예비자금

소 계 5,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
비국산화기업 5,000

세부 용도 제조업 비제조업
융자기간
(거치기간)

건축비
(80%이내)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30억원 10억원 8년(3년)

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복지시설, 기숙사 3억원 3년(1년)

매입비
(80%이내)

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10억원 8년(3년)

복지시설, 기숙사 2억원 3년(1년)

시설설비구입비 30억원 2억원 8년
(3년)

3년
(1년)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임차비 
(80%이내)

공장 임차 5억원

기숙사 임차 2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15억원 10억원

8년(3년)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300억원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150억원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지원 실적에 따라 분야별 지원규모 탄력 조정

1. 경기도 정책자금 현황

■기업의 은행금리에 따라 이차보전율 차등 지원
구 분 산출방법

기본
이차
보전율

■은행금리구간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은행금리 구간 이차보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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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보전 상한율

대 출 금 액 이차보전 상한율

2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10억원 초과 1.0%

2.51% ~ 3.00% 0.6%
3.01% ~ 3.50% 0.7%
3.51% ~ 4.00% 0.8%
4.01% ~ 4.33% 0.9%
4.34% ~ 4.66% 1.0%
4.67% ~ 5.00% 1.1%

추가
이차
보전율

■지원대상별 추가이차보전율 운영

지 원 대 상 이차보전율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0.3%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유망중소기업,일자리우수기업,일하기좋은기업인증기업 0.2%

예 시

■지원결정사항

업 체 명 지 원 대 상 대 출 금 액 은 행 금 리

A기업 신기술기업 5억원 5.26%

■이차보전율 산출
 ① 기본이차보전율 : 1.3%
   4%×20% + 1%×30% + 0.26%×40% = 1.204% ≒ 1.3%(절상)
    (0.8%)     (0.3%)      (0.104%)
   ※ 상한 이차보전율 초과여부 확인 : 미초과, A기업 상한율(=1.5%)
 ② 추가이차보전율 : +0.3%(신기술기업).  ③ 최종이차보전율 : 1.6%(=1.3%+0.3%)
 ☞ A기업 기업부담금리 = 3.66% (=5.26%-1.6%)

문 의 처 ■시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부 ☎031-888-5165
 ■담당부서 : 경기도 특화기업20지원과 ☎031-8030-3023

2. 이차보전제도

 ※ “대출금액” 기준

ⅩⅢ. 경기도 정책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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