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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창업교육지원

  - 청소년 비즈쿨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초‧중‧고교 등 83 중기청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35 중기청

․창업대학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창업대학원 9 중기청

․YES리더 양성 초중고 및 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중기청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
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9.74 중기청

․차세대 여성CEO 양성
교육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 
(재)여성기업종
합지원센터

2 중기청

․실전창업스쿨 예비창업자
(재)여성기업종
합지원센터

1.85 중기청

․시니어기술창업스쿨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공공기관 등 20.8 중기청

․IP 창조 Zone 예비창업자 등 지역지식재산센터 8.3 특허청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
축

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중·고 교사

한국연구재단 13.5 교육부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등

3개 지역센터 6 문체부

창업시설․공간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자체 및 대학 28.5 중기청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중기청

․창업보육센터 지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376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564호]

창업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2016년도 창업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2016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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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35 중기청

  - 보육역량 강화지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73 중기청

․시제품 제작터 운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방중소기업청

(경기,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중기청

․1인 창조기업 비즈니
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공공·민간기관 등 88 중기청

․K-Global 빅데이터 스
타트업 지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 1.1 미래부

․게임벤처3.0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8.9 문체부

멘토링․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쉽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미래부

․K-Global 창업멘토링
ICT 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재)한국청년기업

가정신재단
29.9 미래부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
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112.5 미래부

․엑셀러레이터 연계지
원 사업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
업기업,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

91 미래부

․선행기술 조사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4 특허청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6 특허청

․지식재산 재능나눔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역지식재산센터 0.4 특허청

․투자유치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및 

중소기업
한국발명진흥회 1.6 특허청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30 특허청

사업화

․창업사업화지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753 중기청

  - 창업사관학교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중기청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
원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223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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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창업도약패키지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100 중기청

  - 선도벤처연계 기술
창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등 70 중기청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60 중기청

․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100 중기청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8
중기청
미래부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ICT・융합 분야 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 미래부

․지식서비스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1.5 중기청

  -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19 중기청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
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5 중기청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미만 창업기업
(재)여성기업종합

지원센터
0.9 중기청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
로그램

여성 예비(벤처)창업자
(사)한국여성벤처

협회
5 중기청

․K-Global Startup 
  공모전

ICT분야(SW, IoT, DB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미래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 국내 엑셀러레이터 36 미래부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공공기관 14 미래부

․K-Global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7.98 미래부

․K-GLOBAL DB-Stars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4.5 미래부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미래부

․K-global IoT 챌린지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0.5 미래부

- 4 -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
업

 예비창업자 또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는 1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
흥원

150 고용부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19 문체부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 : 미창업자, B그룹 : 

7년이내 창업자)
창조관광기업

(업종, 업력 무관 중소기업)

한국관광공사 10 문체부

정책금융

․창업기업지원자금

 -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0 중기청

 - 청년창업전용자금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재창업자금
사업 실패 후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중기청

․창업기업 보증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유망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120,000
중기청
금융위

․퍼스트펭귄형 창업기
업 보증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신용보증기금 -

중기청
금융위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기술보증기금 81,000
중기청
금융위

R&D

․TIPS 프로그램 7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엔젤투자협회 410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
기업과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1,684 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 1인
창조기업과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204 중기청

․재창업 아이디어신제품
개발사업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7년미만)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40 중기청

․K-Global ICT유망기술
개발지원(ICT창업·재
도전 분야)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
업기업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30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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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

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
설립 기업에 한함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구)산학연지역연계 중소기
업 신사업 창출 지원)

초기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 120 미래부

판로․해외진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육성프로그램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120 중기청

(유망창업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

(외국인창업)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외국인 창업기업
귀환 유학생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60 중기청

․K-Global 해외진출사
업

ICT 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

본투글로벌센터 
(KAIT)

52 미래부

․데이터기업 해외진출지
원

데이터 분야 중소‧중견기업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
4.2 미래부

․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민간기업 30 미래부

행사․네트워크

․창조경제박람회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창업진흥원 4 중기청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중기청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12.8 특허청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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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창업교육
지원

- 비즈쿨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초 중 고교 등 83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주관기관) ’16.1월～3월

-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35
체계적인 창업교육 지원을 통해 창업저변을 

확대하고 우수 예비창업자 육성 지원 

(운영기관) ’16.1월 

(교육생) 연중 수시

․창업대학원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창업대학원 9 창업분야의 전문인력(창업전문가, 창업자 등) 양성 대학원별 학사일정

․YES리더 양성 초중고 및 대학생 벤처기업협회 8.8

성공한 벤처기업인 등 YES리더를 활용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특강 등을 실시

연중 수시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9.74

(예비창업자)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
(기 창업자)역량강화 교육 

’16. 3월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2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들에게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마인드를 
고취시켜 역량있는 차세대 여성CEO 양성

상반기 (’16.2~3월)

하반기 (’16.8~9월)

․실전창업스쿨 예비창업자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5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창업정보를 전달하고, 실습위주의 실전창업교육 

실시

’16년 4~5월

․시니어기술창업수클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공공기관 등 20.8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16.4 ~

․IP 창조 zone 예비창업자 등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 ‘15.12월 현재 6개(부산,

광주, 대구, 강원, 인천, 전북)

RIPC에 설치

8.3
예비창업자 등에게 발명·창업 관련 교육과 사업 

아이디어(아이템)의 구체화·권리화 지원 

분기별 1회(연 4회),

모집기간은 각 센터별로 

상이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중·고 학생, 대학생, 대학교수, 중·고 

교사
한국연구재단 13.5

창업 친화적 매뉴얼 개발,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창업교육 연수,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문화 

행사(創業知樂) 개최

프로그램별 상이

(’16.3~10)

․스포츠산업창업지원
예비창업자,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등
3개 지역센터 6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수립부터 사
업화 과정 교육후, 보육지원 대상자를 선정하

여 보육사업 지원

’16.6월~7월

시설 공간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지자체 및 대학 28.5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기관) ’16.4 ~

(교육생) 연중 수시

(입주기업) 연중 수시

<’16년 K-스타트업 세부사업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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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50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1·4단계 : 상시모집

2·3단계
: ‘16.3~6월(예정)

․창업보육센터 

지원

- 건립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중소기업청,

한국창업보육협회
35

창업보육센터(BI)의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보육환경 개선

‘16.3월~4월

- 보육역량 강화 지원 창업보육센터 한국창업보육협회 73
창업보육센터(BI)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BI별 

입주기업의 보육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6.3월~4월

․시제품 제작터 운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지방 중소기업청

(경기, 대구, 광주, 부산,

전북)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을 
디자인→설계→모형제작 까지 일괄 지원을 위해 

시제품제작터를 구축․운영

연중상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공공·민간기관 등 88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및 교육, 멘토링 등 

경영지원

(주관기관) ’16.2월

(입주기업) 연중 수시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한국정보화진흥원 1.1
인프라(빅데이터, 개발자 환경, 운영서버 등) 및 

기술코칭 지원
‘16 K-GLOBAL
통합공고(예정)

․게임벤처3.0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8.9
사무공간 등 인프라 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 등
’16년 2월

멘토링
컨설팅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

베이팅 인턴쉽

ICT 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대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

미국 스탠포드대 변화와 혁신 Design

Thinking 교육, 비즈니스 멘토링/매칭 지원 및 

해외 현지화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 
지원

‘16.4월 중

․K-Global 창업멘토링
ICT 기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재)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29.9

벤처1세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에게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밑거름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상시 

멘토링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실전창업교육, 창업에 관한 정보교류 네트워킹,

글로벌연수 프로그램 지원

‘15. 12. 21 ~ ’16. 1. 20.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
내 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12.5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창조경제타운에 등록
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시장검증(데모데이 등), 공공
기술연계 등을 선별적 지원

수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8 -

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6
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91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보육 및 멘토링 지원, 투자 
받은 기업 등에 창업자금(초기 R&D) 지원

수시접수
(예산소진시까지)

․선행기술조사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4
신제품·신기술 개발 시 선행기술존재 여부 및 

유사 기술정보 조사·분석
수시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6
창조경제타운의 우수 아이디어 

구체화·지재권화지원
수시

․지식재산 재능나눔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역지식재산센터 0.4

지식재산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예비 
창업자 등에게 출원상담, 선행기술조사, 지재권 

교육,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식재산 전문가 또는 단체의 

재능나눔을 통해 지원

수시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및 중소기업
한국발명진흥회 1.6

우수특허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및 전략 수립 지원

기업 스스로 투자유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교육 및 컨설팅, IR 클리닉, 설명회 등 

일련의 투자유치 인큐베이팅을 지원

’16년 4월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지역지식재산센터 30
국내·해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PCT

출원비용 중 일부 지원
수시

사업화 ․사업화지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753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선도대학 인프라 내에서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

‘16.4월 중

- 창업사관학교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223

창업초기기업에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개발, 시장진입 등 사업화 자금 지원

’16.2월(예정)

연중 수시 

- 창업도약패키지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100
사업모델 혁신, 경영전략 멘토링, 아이템 보강,

글로벌 시장진출 등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16.2월(예정)

연중 수시 

- 선도벤처연계 기술
창업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등 70

선도벤처기업과 협업하여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공간, 시제품 제작, 전담 멘토링, 사업기획 

등의 비용 지원

(선도벤처기업)’16.1월(예
정)

(예비창업자)’16.3월(예정)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TIPS 연계지원)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60

성공벤처인 주도 엔젤투자사·대기업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선발된 TIPS창업팀의 성과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최대 1억) 연계지원

연 4회 추천·선정



- 9 -

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인턴제
(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졸업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100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도모

’16.3월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창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8

성실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재창업 역량강화교육-

재창업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 일괄지원
'16.1월(예정)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ICT・융합 분야 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

유망 재도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

자에 대해 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

원)자금 지원 실시

2016년도 K-Global
통합공고 예정일자

․지식서비스

창업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단, 만 39세 이하인 자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 등 전문기관 131.5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사업계획수립 개발, 사업화까지 창업 全과정을 
집중지원 

'16.2∼3월

-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19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활동 지원

(운영기관) '16.1월

(교육생) '16.3월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0.5 우수한 장애인 창업성공 사례를 공모·시상 ’16.6월 중 

․여성창업경진대회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미만 

창업기업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9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통한 사업화 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기여

’16.3~5월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여성 예비(벤처)창업자 (사)한국여성벤처협회 5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캠프, 전문창업교육과 CEO밀착 멘토링,

사업화 과제해결 등 지원

’16. 2~3월

․K-Global Startup 공모전
ICT분야(SW, IoT, DB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0

ICT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발굴하여,

창업·사업화·해외진출 지원
2016년도 K-Global
통합공고 예정일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 국내 엑셀러레이터 36
민간 엑셀러레이터가 해외 엑셀러레이터와  

유망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육성 지원

(엑셀러레이터)

’16.4.1~4.30.

(스타트업) 수행기관 
별 수시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공공기관 14

스마트디바이스 분야 아이디어 발굴,

기술·디자인·비즈니스 등 시제품 개발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전 : ’16.8월

제품화 : 수시 
문화확산 : 수시

․K-Global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개발사, 1인창조기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7.98

스마트미디어 분야 창의아이디어 사업화 및 서비스 
상용화 지원

’16년 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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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K-GLOBAL DB-Stars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5

데이터 활용에 핵심가치를 둔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데이터 특화 

컨설팅·교육·멘토링·네트워킹·인프라 등 지원 

‘16 K-GLOBAL
통합공고(예정)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 개발

환경지원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0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 및 인프라 지원 ’16.2.1. ~ 2.15

․K-global IoT 챌린지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0.5

IoT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와의 

상생협력 지원

’16.4~5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50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를 선발하여,

창업공간 창업비용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 지원

’15.12.21.~’16.1.15.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미만 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19 사업화 자금, 입주비, 홍보․마케팅 등 ’16.4월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예비창조관광사업
A그룹 : 미창업자, B그룹 : 7년이내 

창업자
창조관광기업 : 업종, 업력 무관 

중소기업

한국관광공사 10
예비 및 창조관광 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발한 업체 
대상 창업, 컨설팅, 교육, 재무, 판로개척, 홍보지원

‘16.2월~’16년3월

정책자금

․창업기업

지원자금

-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3,500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연중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청년창업전용자금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 대상 창업초기 

운영자금, 멘토링, 창업공간, 교육 등 제공
’16.1월

․재창업자금
사업 실패 후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000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 신용불량 정보 
등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창업기업(예비재창업자 포함)을 위한 
전용자금 제공

연중 상시

․창업기업 보증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유망창업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신용보증기금 120,000

창업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연중 상시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 중 

신용보증기금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신용보증기금 -
미래성장성이 기대되는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 지원 
연중 상시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창업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기술보증기금 81,000 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상 보증지원 연중 상시

R&D ․TIPS 프로그램 7년 미만 창업기업 한국엔젤투자협회 410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억원)에 정부 

기술개발자금(5억원)+창업자금 등(4억원)

연계지원과 운영사의 보육 멘토링 등 종합 지원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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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84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5억원(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별도 공고문 참조

․창업성장기술개발-1인창조기업과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4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억원(개발기간 : 1년)까지 지원

별도 공고문 참조

․재창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7년미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0

일반R&D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재기 중소기업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원

‘16.1~2월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

(ICT창업·재도전 분야)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

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
(재도전) 재도전 기업인의 재창업 

기업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법인설립 기업에 한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0

ICT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

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2016년도 K-Global 통
합공고 예정일자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
((구)산학연지역연계 중소기업 신

사업 창출 지원)

초기 창업기업 초기 창업기업 120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운용사의 

투자와 연계하여 R&D 자금 지원
‘16.4~17.3

판로․해외
진출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 육성 프로
그램

(초기창업기업 해외진출)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유망창업기업 해외진출)
창업 7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

(외국인창업)
재외동포 포함 외국인 예비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외국인 창업기업

귀환 유학생

창업진흥원 120

(초기 및 유망 해외진출) 국내연수, 현지보육 

또는 해외 마케팅비 지원
(외국인창업) 시제품제작, 창업비자, 마케팅비 

등 지원

’16.1~3월

․1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60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

․K-Global 해외진출사업

ICT 융합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본투글로벌센터 (KAIT) 52

I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연중 수시

․데이터기업 해외진출지원 데이터 분야 중소 중견기업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4.2
수출용 데이터 솔루션 고도화,

데이터 기업 수출마케팅
2016년도 K-Global
통합공고 예정일자

․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민간기업 30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 및 유망 

스마트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서비스인프라 등 

통합공고

행사․네트

워크
․창조경제박람회 벤처창업기업 등 창업진흥원 4 벤처창업유공자 포상, 전시지원, 부대행사 등 지원 ’16.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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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사업내용 모집기간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우수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가를 발굴 지원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 붐을 조성

‘16.2～3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12.8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전, 서울국제발명전 

개최
‘16년 7월∼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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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교육

1-1. 창업교육지원

① 청소년 비즈쿨

□ 사업개요

◦ 열정,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 지원

* 비즈쿨(Bizcool) : Business+School의 합성어로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

□ 지원규모 : 83억원(전국 450개 초·중·고·특수학교 등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지원 등을

위한 비즈쿨 지정·운영

◦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실무지식 습득을 위한 비즈쿨 캠프

◦ 비즈쿨 페스티벌,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3〜4465,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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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아카데미

□ 사업개요

◦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지원 등을 

통한 창업인식전환 및 성공 창업자 발굴·육성

□ 지원규모 : 35억원(25개 내외 교육기관 선정)

* 대학생 70백만원 내외, 공동창업대학 300백만원 내외, 일반인 8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 고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대학 또는 특정연구

기관 육성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 공동창업대학 : 지역 대학 간 협약체결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및 대표 대학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창업교육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전문 

멘토를 확보한 대학, 연구·공공·민간기관

□ 지원내용

◦ 창업아카데미, 공동창업대학 : 학점 인정형 실전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지원비, 창업네트워크

◦ 일반인 창업아카데미 : 과정별 창업교육, 멘토링 및 수강생 간

네트워킹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7,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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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창업대학원

□ 사업개요

◦ 창업전문가 양성 및 창업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설립한 창업

관련 특수 대학원 지원(학위과정)

□ 지원규모

◦ 9억원(5개 대학원)

< 창업대학원 지원 현황 >

분 국민대 계명대 성균관대 연세대(원주) 부산대
대학원명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글로벌창업

대학원
글로벌 창업 

대학원
정경‧창업
대학원

기술 창업 
대학원

형태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주간)

특수대학원
(주간․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특수대학원
(야간)

이수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4학기
연락처 02-910-5728 053-620-2078 031-290-5573 033-760-2487 051-510-1369
※ ‘16년에는 대학원 지정의 추가 또는 변경 계획 없음

□ 지원대상

◦ 5개 대학원(대학원별 정원 30명 내외)

□ 지원내용

◦ 대학원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등 지원을 

통해 창업전문가 학위 과정 운영

- (창업교육과정운영) 창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창업이론 및 실무 

전 분야에 대한 정규교육

- (다양한 학생 창업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 국내외 현장연수, 창업

멘토실습 등 추가교육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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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YES리더 양성

□ 사업개요

◦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업가

정신 특강을 실시하여 도전의식 고취 및 창업 마인드 함양

□ 지원규모 : 8.8억원(400회 이상)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 지원내용

◦ 스타 CEO*가 창업 도전기, 기업경영 철학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함양에 대한 강의 진행

* 주요 YES리더 : 남민우(다산네트웍스), 이민화(카이스트), 이동형(나우프로필),

유현오(제닉), 양준철(온오프믹스)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벤처기업협회(02-89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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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 사업개요

◦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성공창업 유도

□ 지원규모 : 9.74억원(1,300명 지원)

□ 지원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기초교육

◦ 특정업종 창업 희망자에 대한 특화교육

◦ 기 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교육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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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

□ 사업개요

◦ 창업에 관심 있는 여대생들에게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마인드를 고취시켜 역량있는 차세대 

여성CEO 양성

□ 지원규모 : 2억원 (전국 9개 지역, 22개 대학)

□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여대생

□ 지원내용

◦ 창업사업계획서 교육 및 리더십 강좌 운영

◦ 전국 대학생 연합캠프 실시(연 2회)

- 여성CEO와의 만남 및 창업시뮬레이션 진행

◦ 우수기업 견학 및 체험의 장 마련 

◦ 여성CEO 멘토링 실시, 우수 여대생 포상 및 장학금 지급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국(02-36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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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전창업스쿨

□ 사업개요

◦ 여성에게 유망한 지식‧감성기반 창업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촉진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

□ 지원규모 : 1.85억 (전국 15개 지역 실시)

□ 지원대상

◦ 창업에 관심있는 예비여성창업자 

□ 지원내용

◦ 여성전문창업 이론․실습교육,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실전창업스쿨 수료자 사후 관리

창업 희망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공(마케팅, 고객관리, 법률지원 등)

◦ 수료생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실시

- DB구축, 정보제공(여성기업 뉴스레터, 상시 사업 안내)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국(02-36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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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니어 기술창업 스쿨

□ 개 요

◦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

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14개 내외

* ’15년 지원규모 :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9개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중 장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조업 지식

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의 실전창업

교육과정 운영

전국 14개 내외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042-480-4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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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P 창조 zone

□ 사업개요

◦ 단계별 특허 및 창업교육을 통해 지식재산관련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과정 동안 3D 프린터 구동 및 선행기술조사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특허출원 등 지재권 

권리화 지원

□ 지원규모 : 8.3억원

□ 지원대상

◦ 대학생, 주부, 일반인, 1인 창조기업 등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특허 및 창업에 관한 단계별 교육, 3D 프린터 구동

◦ 선행기술조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 지재권 권리화 지원

◦ 창업보육실 지원 및 타 기관 사업연계 등 창업 지원

연락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60)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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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대학창업교육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전반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문화 확산

□ 지원규모 : 13.5억원

□ 지원대상

◦ 대학생 및 대학 교수 등 대학 관계자

□ 지원내용

◦ 대학 창업친화적인 매뉴얼 및 창업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

◦ 기업가정신 등 창업교육 전담교원 연수 및 컨설팅

◦ 창업경진대회 및 학생 창업문화 행사개최(創業知樂) 등

연락처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044-203-6884)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042-869-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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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스포츠산업창업지원

□ 사업개요

◦ 스포츠 융합기업,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확대를 위해 지역

스포츠산업창업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창업교육 및 보육지원

□ 지원규모 : 6억원(3개 지역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등

□ 지원내용

◦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 전문가 컨설팅, 멘토링, 현장실습 등

◦ 보육지원 : 스포츠산업 창업교육 수료자를 평가하여 우수 아이

디어 보유자에게 창업공간, 멘토링, 시제품개발비, 지식재산권

수수료, 마케팅비 등 지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5)

한국스포츠개발원 산업지원팀(02-970-9695)

URL : http://start.spois.or.kr

- 24 -

2  창업시설․공간

2-1. 시니어 기술창업 센터

□ 개 요

◦ 중․장년(40세 이상) (예비)창업자가 경력·네트워크·전문성을 활용

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3개소 내외

* ’15년 지원규모 :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20개소

□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교육과 

창업준비공간,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분 야 내 용 지원규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중 장년 (예비)창업자의 창업준비를 위한 공

간을 제공

•경영지원(상담 자문, 교육), 마케팅지원 등

전국 23개소

내외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창업부(042-480-4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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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최대 1억원

- 1단계(아이디어 기획) : 기술·경영 멘토비, 교육비 등

- 2단계(설계/디자인) : 설계 및 디자인, 목업 제작비 등

- 3단계(개발/구현) : 인건비, 시제품제작비, 기자재 임차비 등

- 4단계(시장진출) : 전시회 참가비, 기타 마케팅비 등

◦ 전문가 멘토링, 교육,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 상시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13)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042-480-4354, 4355)

- 26 -

2-3. 창업보육센터 지원

① 건립지원사업

□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BI)의 노후시설개선, 일반건물의 BI 전환 등의 리

모델링 지원을 통해 창업보육센터 보육환경 개선

□ 지원규모 : 35억원

□ 지원대상 :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 지원내용 : 리모델링 유형별 총 비용의 80%이내, 3억원 이내

유형 내 용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일반 건물의

BI 전환
BI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신규지정,

기존 BI

70% 이내 3억원

한도

기존 BI의

노후 시설개선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공용 공간

(화장실, 복도, 계단 등. 단, 주차장은 제

외), 지원실(회의실, 휴게실 등) 등의 시

설 개선을 위한 일체의 공사비용

* 재학생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 공간

조성도 포함

기존 BI

80% 이내 2억원

한도

* 학생 창업공간은

90%이내(50백만원

한도)

기존 BI의

소규모 증축
건축물의 증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기존 BI

50% 이내 3억원

한도

※ 상기 지원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 공고에서 확인 가능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13, 3968)

◦ 각 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BI 담당자)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46-9605, 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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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육역량 강화지원

□ 사업개요

◦ 창업보육센터(BI)의 보육역량 강화를 위해 BI별 입주기업의 

보육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지원규모 : 73억원

□ 지원대상 :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 지원내용 

◦ BI별 입주기업의 보육역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네트워크 BI*를 구성하여 특화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는 

90%이내 최대 5억원 지원

* 2개 이상 BI가 창업보육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입주기업 모집,

공동보육 등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 상기 지원내용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세부 공고에서 확인 가능

연락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13, 3968)

◦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46-9612, 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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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제품 제작터 운영

□ 사업개요

◦ (예비)창업자의 창업아이템을 ｢디자인→설계→모형제작｣까지 

일괄 지원을 위해 시제품제작터를 구축․운영(5개 지방중소기업청)

* 경기청, 대구경북청, 광주전남청, 부산울산청, 전북청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전문가 서비스) 시제품개발에 대한 상담, 제품디자인, 제품

설계, 3차원측정 및 역설계, 시제품제작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제품디자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직접 지원

< 전문가 서비스 수수료 기준 >

구 분 수수료(작업시간당) 비고
디자인 18,000
제품설계 17,000

3D 측정 및 역설계 17,000

시제품
제작

쾌속조형기(RP) 이용시 30,000
컴퓨터 수치제어 장비(CNC) 이용시 15,000

비철주조기 20,000

※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이용자 부담임

◦ (셀프제작 서비스)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스로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장비․공구, 제작 공간,

단순자문 등을 제공

연락처

◦ 경기지방중소기업청(031-201-6854)

◦ 대구경북중소기업청(053-659-2506)

◦ 광주전남중소기업청(062-360-9154)

◦ 부산울산중소기업청(051-601-5144)

◦ 전북중소기업청(063-210-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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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사업개요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법률·세무·

마케팅 등 경영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지원 도모

□ 지원규모 : 88억원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사무공간) 입주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 지원

◦ (경영지원)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 창업부(042-480-438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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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

□ 사업개요

◦ K-ICT 빅데이터센터의 대용량 분석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를 바탕

으로 빅데이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창업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기술

멘토링 제공

□ 지원규모 : 1.1억원(서비스 운영서버 및 기술 멘토링 지원)

* 창업을 위해 개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 지원 및 기술 코칭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으로 간접지원

□ 지원대상

◦ 빅데이터기반 창업 준비자 및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등

□ 지원내용

◦ (분석 인프라) 대용량 분석이 가능한 분석 인프라(서버 50여대, 370TB 규모)

◦ (개발자 환경)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APP, WEB 등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인프라

◦ (운영서버 지원) 개발 결과를 일정기간 서비스 할 수 있는 상용 

클라우드 기반 서버(웹서버, DB, WAS 서버 등)를 제공

◦ (기술 코칭) 빅데이터 사업화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기술자문 제공

* 주요분야 : 서비스 기획,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인프라및 분석솔루션구축 등

연락처 한국정보화진흥원 IoT기획팀(053-23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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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게임벤처 3.0

□ 사업개요

◦ 게임분야에서의 창의성과 전문지식,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여 차세대 게임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 지원규모 : 8억원

□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소규모(4인 미만)의 예비 창업팀, 창업초기기업(1년 미만)

□ 지원내용

◦ 사무공간 및 HW/SW, 게임테스트 서버 등 인프라 지원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

◦ 정보제공, 세미나 참가 및 마케팅 지원 등

     ※ 지원기간 : 1년(심의 후 1년 연장가능)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031-778-2008/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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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멘토링․컨설팅

3-1.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쉽

□ 사업개요

◦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쉽 등 선진 글로벌 교육 제공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 중소·벤처 CEO 대상 창의·혁신적 사고

와 글로벌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Design Thinking 교육 및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지원

▪K-Global 인큐베이팅인턴쉽 : 기업가정신교육참가자등 ICT분야유망스타트업대상해외현지

엑셀러레이터, 투자사와연계하여체계적으로현지화를지원하는인큐베이팅인턴쉽프로그램

□ 지원규모 : 7억원 내외(간접 지원)

□ 지원대상

◦ ICT기반 우수 유망 스타트업, 중소·중견 벤처기업 대표(기업가정신)

및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우수 스타트업(인큐베이팅 인턴쉽)

□ 지원내용

◦ K-Global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 국내 사전 교육, 미국 현지 스탠포드대 d.School의 변화·혁신 

방법론 중심 ‘Design Thinking’ 교육(1주차) 및 비즈니스 파트

너십 구축(2주차) 지원

- 수료기업 간 경험 및 사례 공유 등 후속 통합네트워킹 지원

◦ K-Global 인큐베이팅 인턴쉽 지원

- 해외 현지 엑셀러레이터, 투자사와 연계한 인큐베이팅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지 멘토링, 컨설팅, 교육 등 체계적인 

현지화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과 (02-2110-25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5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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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Global 창업멘토링

□ 사업개요

◦ 스타트업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제시

창업멘토링 지원분야 : ICT(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분야

(모바일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기기 및 장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모바일

앱,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 정보보안 산업분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 지원규모 : 29.9 억원 내외(총 100개사)

* 상반기 창업초기/재도전기업(60개社), 대학창업동아리(40개팀)

* 사업비 매칭 (정부 100% )

□ 지원대상

◦ ICT(정보통신기술)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초기/재도전기업 및 대학창업동아리

* (창업초기기업) 업력3년이내의기업인(단, 바이오등R&D기간이긴업종은업력5년까지인정)

* (재도전기업) 창업경험을 보유한 실질적 경영참여자로서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

* (대학창업동아리) 창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으며 1년 이내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전담멘토링) 성공ㆍ실패 경험을 가진 벤처창업가를 멘토로 지정
하여 기술 및 경영 애로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 제시

◦ (실전창업교육)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美 카우프만 재단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PEV, TechVenture교육)

◦ (네트워킹) 투자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상담 및 기업홍보 기회를 
부여하고, 네트워킹데이 정기 개최를 통해 창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 플랫폼 제공

◦ (글로벌연수) 우수 멘티 글로벌 파트너쉽 체결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글로벌 진출 컨설팅 기회 제공 

◦ (후속지원)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민간 투자자 후속 연계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과 (02-2110-2514)

K-ICT창업멘토링센터 (02-2038-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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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 사업목적

ㅇ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대상

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창업 및 사업화를 

집중지원

□ 예산규모 : 112.5억원

□ 지원대상

ㅇ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및 신청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서비스 형태의 간접지원

ㅇ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접수된(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아이디어를 선

별하여 아이디어 ▲구체화(사업화 모델개발 등) ▲권리화(특허출원 등)

▲실증화(시제품 제작, 기술도입 등) ▲시장검증(데모데이 등)

▲공공기술연계 등을 선별적 지원

□ 지원규모

ㅇ 기술사업화서비스 지원(선정 아이디어별 50백만원 이내)

ㅇ 공공기술 이전 지원 (소정의 절차를 거쳐 3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진흥과(02-2110-1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조혁신팀(042-865-8954)

URL : www.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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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엑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

□ 사업개요

ㅇ 지역 혁신센터별 검증된 창업기업의 창업자금(초기 R&D)지원 및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보육을 통한 지역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91억원 (창업자금, 보육‧멘토링 등)

□ 지원대상

ㅇ 혁신센터를 통해 검증된 창업기업, ‘6개월챌린지플랫폼’ 졸업기업 등

□ 지원내용

ㅇ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보육 및 멘토링 지원

ㅇ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 등에 창업자금(초기 R&D)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창조경제진흥과(02-2110-174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조혁신팀(042-865-8954)

URL : www.innopolis.or.kr

- 36 -

3-5. 선행기술 조사

□ 사업개요

◦ 연구개발 또는 특허출원 전 활용 가능하며, 요청한 기술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분석 (주로 선행 특허문헌 
조사·분석)

□ 지원규모 : 4억원(1,000여 건)

◦ 건당 40만원, 연간 3건 이내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선행기술 조사 전문 수행사가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제공

연락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22)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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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 사업개요

◦ 우수 아이디어를 매월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하고
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하여 지재권 권리화에 도움

□ 지원규모 : 6억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비용지원 등 지재권 권리화 지원

연락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60)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02-3459-2822)

- 38 -

3-7. 지식재산 재능나눔

□ 사업개요

◦ 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식재산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지식재산에 전문성․재능을 가진 사람이 재능나눔을 통해 지원

□ 지원규모 : 없음*

* 재능기부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수당 성격의 비용지급은 없으며, 관련 예산은

행사개최, 홍보비 등으로 사용

□ 지원대상

◦ (재능 수혜자) 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식재산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단체

◦ (재능 기부자) 변리사, 디자이너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와 대학, 특허법인, 기업 등 기관 및 단체

□ 지원내용

◦ 수혜자가 요청하는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재능 기부자를 매칭하여 재능나눔 활동 진행

- (분야) 출원상담, 선행기술조사, 지식재산권 교육,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등

* 수혜자가 재능나눔으로 받은 이익(제품양산, 매출액 향상 등)을 지역 취

약계층에 환원하도록 권장하여 나눔의 순환 작용 유도

연락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02-3459-2828)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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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우수 IP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유치 교육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 촉진

□ 지원규모 : 160백만원(90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3년 이내) 50개사 / 중소기업 40개사

□ 지원대상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우수 IP 보유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분 초기기업 성장기업(중소기업)

교육/

컨설팅

o 창업실무, 초기기업의 자금조달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등의 심화 교육

제공

o 1대1 개별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

획서 및 투자유치 단계별 로드맵

작성

o 투자유치 실무,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 및 투자유치를 위한 IR 전략

등투자분야전문교육제공

IR 클리닉
o 투자유치 성공기업 성공사례 공유

및 투자설명회 대비 최종 리허설

o 기업별 맞춤 컨설팅 진행

   (전략수립 + IR 자료작성)

o 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투자설명회 o 투자자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사후관리
o 투자유치 가능기업대상 사업계획서

수정 및 계약조건 자문

o 투자유치 가능 기업대상 사업

계획서 수정 및 계약조건 자문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807)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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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 창의적인 디자인 등을 개발하였으나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30억원

◦ 국내(건당): 특허 130만원, 실용신안 90만원, 상표 25만원, 디자인 
35만원 이내

◦ 해외(건당): PCT 국제단계 300만원, PCT 국내단계 및 개별국 
700만원, 상표 250만원, 디자인 280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중기업) 30%, (소기업, 예비창업자) 10%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 예비창업자는 ‘특허’·‘실용신안’만 지원

□ 지원내용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PCT(국제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신청일 기준 미출원 건에 한하여 지원)

연락처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042-481-8622)

지역지식재산센터(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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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화

4-1. 창업사업화지원

① 창업선도대학육성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

하여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 지원을 통해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

< 창업선도대학 지정 현황 >

NO, 지역 대학명 연락처 NO. 지역 대학명 연락처

1

서울

건국대 02-450-3347 15
충청

한밭대 042-939-4781

2 국민대 02-910-5913 16 호서대 041-540-9929

3 동국대 02-2088-3737 17

호남

순천대 061-750-5434

4 연세대 02-2123-4318 18 원광대 063-850-7479

5 인덕대 02-950-7095 19 전북대 063-270-5535

6

경기

경기대 031-249-8665 20 전주대 063-220-2844

7 단국대 031-8005-2866 21 조선대 062-230-7989

8 한국산업기술대 031-8041-0988 22

영남

경성대 051-663-5903

9 인천 인천대 032-835-9670 23 경일대 053-600-4470

10 강원 강원대 033-250-8974 24 계명대 053-620-2034

11

충청

순천향대 041-530-4836 25 동아대 051-200-6452

12 충북대 043-261-3431 26 부경대 051-629-5230

13 한국교통대 043-849-1701 27 영남이공대 053-650-9472

14 한남대 042-629-8565 28 제주 제주대 064-754-4431

* 6개 대학 추가 선정 예정 (’16.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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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753억원(34개 대학, 최대 32.44억원)

□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 사업화) 제조 및 지식서비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1년 미만기업

◦ (실전창업교육)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 시제품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 

활동 등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7천만원) 지원

◦ (실전형 창업교육 등) 대학생 및 일반인 창업교육, 창업한마당

축제, 지역창업 경진대회 등 대학별 자율·특화 프로그램 운영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4462)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042-480-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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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全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양성

□ 지원규모 : 26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이며 3년 미만 기업의 대표

* 총 모집인원 : 300팀 내외

∙ 경기도 안산(입소 및 준입소형) 및 지방 4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형) 지원

∙ 지방 4개 권역 : 충남(천안), 호남(광주), 대구·경북(경북경산), 부산·경남(경남창원)

* 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지원내용

◦ 창업공간 : 사관학교(안산, 천안, 광주, 경산, 창원)내 창업준비 공간 제공

◦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 창업교육 :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등 단게별 집중교육 실시

* 단계별 집중교육 미이수 및 교육 이수시간 부족시 중간탈락(퇴교)

◦ 기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 지원

◦ 자금지원 : 창업활동비·기술개발비·시제품제작비등 사업비 지원

◦ 연계지원 : 우수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정책자금 연계, 투자연계, 보증
연계, 판로 및 입지 등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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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대학 및 투자ㆍ연구기관 등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 223억원 (350개사 내외,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개척 및 확대)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및 R&D․투자․자금 지원연계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4535)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042-480-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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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개요

◦ 창업기업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 혁신, 아이템 보강 등을 지원하여 매출 증대와 글로벌 

진출 도모 

□ 지원규모 : 100억원 (200개사 내외,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3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모델(BM) 혁신과 경영전략 멘토링, 사업아이템 검증․보강,

판로개척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연계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14, 4535)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부(042-480-4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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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 사업개요

◦ 선도벤처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유도 및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70억원 (75개 내외, 최대 9천만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선도벤처기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멘토링, 국내∙외 마케팅비 

등 총 사업비 70% 이내(최대 90백만원 한도)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5)

창업진흥원 (042-480-4343)



- 47 -

⑥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TIPS 창업자금 연계지원)

□ 사업개요

◦ TIPS프로그램 연계지원의 일환으로, TIPS에 선정되어 민간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유치한 창업팀에게 마케팅 등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지원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획득, 마케팅,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창업 

초기 자금을 팀 당 최대 1억원까지 연계지원

연락처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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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창업인턴제

□ 사업개요

◦ 창업 준비과정에 벤처ㆍ창업기업 현장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자 양성 유도

□ 지원규모 : 100억원(최대 1억원*
, 창업인턴 100명 내외 지원)

* 사업화지원 평가결과 및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로서, 기본 근무

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기업 요건) ① 창업(사업자등록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벤처인증 보유 기업,

② 직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③ 직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 지원내용

◦ (인턴십) 기업 현장근무 지원(월 80만원 이내의 인턴지원금 지원)

*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4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

(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

◦ (사업화 지원) 창업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 창업활동,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최대 1억원 이내)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8920)

창업진흥원 창업교육부(042-480-4462,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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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 사업

    (재도전 성공패키지(중기청), K-global startup 재도전(미래부) 합동)

□ 사업개요

◦ 재도전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 (예비)재도전기업인을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 등 재도전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

* ‘16년부터 중기청·미래부가 협업하여 공동 공고 및 선정,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5년 미래부 K-global startup 재도전,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별도 운영)

□ 지원규모 : 총 150개사 (약 88억원, 3천만원 ~ 10천만원(평균 4천만원))

□ 지원대상

◦ 기존 사업 실패(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 지원내용

◦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에 필요한 문제해결형 실무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지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창업 준비활동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3천만원 ~ 10천만원 규모로 차등 지원 (총사업비의 70% 이내)

◦ 서울(‘16.상 예정), 부산재창업사관학교(부산시 협업, ‘16.상)를 통한 

전용 사무 공간* 및 네트워킹 공간, 전문가 상시 멘토링 등 제공

* 한정된 사무공간 특성상 수요자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제공 예정

연락처

[제조, 지식서비스 등 일반분야]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4474)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042-480-4432, 4434)
[ICT분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31-5555,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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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K-Global Re-Startup 민간투자연계지원

□ 사업개요

◦ 재도전 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확대 지원

지원분야 : K-ICT 9대 전략산업 분야 등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이동통신,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 지원규모 : 50억원 내외 (2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폐업 경험 보유자가 참여중인 ICT・융합 분야 창업기업

* 재도전 기업인 : 대표이사로 사업체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

로 폐업 후 재창업

□ 지원내용

◦ 유망 재도전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에 대해 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금 지원 실시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3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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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식서비스창업지원

①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사업개요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 4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에서 창업 全단계를 집중 지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4개소 : 서울, 대전, 대구, 울산

□ 지원규모 : 131.5억원(최대 1억, 총 17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앱, 콘텐츠, SW융합 등 유망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무실 등 인프라, 창업 일반 전문 개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 지원

* (사업화 지원금) 개발비, 기술정보활동비, 마케팅비 등 지원

** 선정된 청년창업자(팀)는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80)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042-480-4396,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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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창작터

□ 사업개요

◦ 앱, 컨텐츠, ICT융합분야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팀은 사업화 연계

□ 지원규모 : 119억원 (최대 5천 예정)

□ 지원대상

◦ (운영기관)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실습교육 및 사업화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

◦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창업동아리 등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초기기업

□ 지원내용

◦ (운영기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사업화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창업자 

- (창업실습교육) 린스타트업 기반의 실전체험형 창업교육, 창업팀 

팀원 구성 기회제공, 전문가 멘토링, 최소요건제품 제작비 등 제공

- (사업화지원) 창업실습 및 사업모델 검증을 마친 창업팀 중 우수 

창업팀을 선정하여 시제품 구체화(최대 5천만원) 및 사업화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4)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042-480-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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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사업개요

◦ 우수한 장애인 창업성공 사례를 공모·시상을 통해 장애인의 경

제활동 의욕고취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0.5억원(11개팀)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미만의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청장 표창(11편) 및 상금(34,000천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0)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32-32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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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여성창업경진대회

□ 사업개요

◦ 예비여성창업자들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통한 사업화 능력을 배양하여 

여성창업 활성화 기여

□ 지원규모 : 0.9억 (전국 실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미만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포상(상금 및 표창)

* 최대 1,000만원 이내 및 중소기업청장상

◦ 수상팀에 대한 맞춤형 사후관리 실시

- 네트워크 구축, 정보제공(여성기업 뉴스레터, 상시 사업 안내)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76)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국(02-36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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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

□ 사업개요

◦ 여성벤처창업CEO 양성 플랫폼을 통해 여성벤처 CEO를 꿈꾸는 

예비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5억원 (30명 내외)

□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여성벤처기업

□ 지원내용

◦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창업캠프, 전문창업교육 및 CEO밀착

코칭(체험), 사업화과제 해결(최대 4백만원) 등을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4425)

(사)한국여성벤처협회 (02-2156-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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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K-Global Startup 공모전

□ 사업개요

◦ ICT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발굴하여, 창업·사업화·해외

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SW, IoT, DB 등 ICT 분야

□ 지원규모 : 약 10억원 (60개 기업(팀) 내외 지원)

□ 지원대상

◦ ICT(SW, IoT, DB 등) 기반의 창의·혁신적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

을 보유한 개인(팀) 및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개발공간 및 인프라 제공) 협업공간 및 클라우드 기반 

등 개발 인프라 지원 

◦ (멘토링 및 교육 지원) 창업 및 제품화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및 다양한 교육 지원

◦ (제품개발 및 창업자금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기업 등과 연계하여 해외 진출 교육 프로

그램 운영 및 현지 IR 개최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3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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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 사업개요

◦ 국내 엑셀러레이터 육성을 통해 스타트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지원분야 : ICT / SW 및 SW융합 관련 분야

□ 지원규모 : 37.5 억원 내외 (과제당 3원 내외, 12 개 과제)

* 사업비 매칭 (정부 75% 이내, 민간 25% 이상/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제27조제1항 출연금등 지원기준 준용)

□ 지원대상

◦ (엑셀러레이터) 국내 법인으로 내국인이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초기투자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대한민국 국적자가 엑셀러레이터 기관 대표 또는 설립자로 반드시 참여

◦ (스타트업)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엑셀러레이터) 국내외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엑셀러레이터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창업관련 행사·교육의 개최 및 참가 지원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초기투자, 교육·멘토링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엑셀러레이터 연계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3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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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공모전/제품화/문화확산)

□ 사업개요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디자인·

비즈니스 등 시제품 개발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창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창작문화 확산 추진

스마트 디바이스 : 기존 PC, 스마트폰 등 단말기(디바이스)를 넘어 IoT 환경에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자간·사물간 전달하는 지능화된 단말을 포괄적으로 지칭

-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또는 디바이스와 주변 환경이 상호연동하여 실감·지능·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 디바이스 (스마트와치, 가상현실글라스, 스마트칫솔 등)

□ 지원규모 : 14억원(공모전 : 20팀, 제품화 200건, 문화확산 : 프로그램별 20∼40명)

□ 지원대상

◦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중소, 벤처, 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 학생 등

□ 지원내용

◦ (공모전) 입상팀에 미래부 장관상 및 유관기관상과 상금 수여,

본선진출작 대상 시작품 개발 지원 등

◦ (제품화) 창작공간 및 장비 지원, 제품기획, 디자인, 제품설계·PCB

제작, 외관제작, 시험인증 컨설팅 및 필드테스트 등 시제품 제작 

지원

◦ (문화확산)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디자인·기술·비즈니스 

등 수요자 기반의 실습 중심 전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02-2110-2939)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략산업팀(031-77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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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K-Global 스마트미디어

□ 사업개요

◦ 스마트미디어 분야 창의아이디어의 서비스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스마트미디어 : 미디어가 ICT 인프라와 결합해서 시공간 및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예시) 스마트TV, 인터넷동영상, 디지털사이니지, 실감미디어, 가상현실미디어 등

□ 지원규모 : 5억원 내외(서비스당 1억원 내외, 6개 서비스)

□ 지원대상

◦ 스마트미디어 분야 신규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

벤처개발사, 1인 창조기업 등

□ 지원내용

◦ 플랫폼사와 중소·벤처기업이 한 자리에 모이는 스마트미디어X캠프 

개최 및 서비스 상용화·사업화 지원

- 중소‧벤처개발사가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

하고 플랫폼사가(지상파, IPTV, SO, 인터넷 방송, 홈쇼핑, 스마트TV)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공동으로 서비스 상용화 추진

- X캠프를 통해 매칭된 ｢중소‧벤처개발사-플랫폼사｣ 협업과제 중 

우수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서비스 사업화 지원

◦ 선정된 협업과제에는 개발비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스마트

미디어센터의 테스트베드 지원 등 제공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02-2110-187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070-449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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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K-Global DB-Stars

□ 사업개요

◦ 데이터 활용에 핵심가치를 둔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지원사업 : 시장에 기(旣) 출시된 서비스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앱/웹/솔루션 비즈니스 등 자유롭게 제안)

*(예시) 기 출시된 영화 추천 모바일 서비스 유저의 도서 취향정보 데이터(페이지 뷰, 별점평가 등)를

수집·분석하여 고도화된 도서 개인화 추천 서비스 추가개발 제안

□ 지원규모 : 4.5억원(12개팀)

□ 지원대상

◦ 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중소

스타트업, 개인개발자 등 

□ 지원내용

◦ (지원금)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비 및 사업화 지원금 지원

◦ (데이터 특화 컨설팅) 축적된 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하여, 데이터가

비즈니스 성장에 원동력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방법론 컨설팅

◦ (교육·멘토링·네트워킹) R·하둡·Python 등을 활용한 데이터 심화 교육

및 VC중심의 다층적 멘토링, 유망산업별 네트워킹, 콜라보 마케팅 지원

◦ (후속지원) 국내 유명 엑셀러레이터 연계, 스타트업 미디어 홍보, 참가자 

대상 커뮤니티(D-Club) 운영 등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02-2110-187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070-449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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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 사업개요

◦ 창업 및 벤처기업에 SW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글로벌마켓진출 지원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SW를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UI/UX, SW개발환경, 시범서비스환경 등 지원

□ 지원규모 : 간접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지원내용

ㅇ (SW개발환경) 개발환경을 빠르게 구축하고 SW를 손쉽게 개발 
할 수 있는 공개SW기반 PaaS 플랫폼 제공

- (플랫폼) 개발언어(Java, PHP, Ruby, Python, Perl, Node.js), 프레임워크
(JBOSS 등), DBMS(Cubrid, MySQL, PostgreSQL)

- (인프라) 과제당 SW개발․테스트를 위한 가상서버(VM : 인스턴스

(Gear) 5개) 지원
* 인스턴스 사양 : 메모리 4GB, 디스크 100GB

- (PaaS 교육) 효과적인 SW개발을 위한 PaaS 활용 교육 제공(연2회)

ㅇ (시범 서비스) 개발 완료된 SW의 테스트 및 시범서비스에 필요한 
가상서버(VM), 스토리지 등 지원

* 시범 서비스 요청시 별도의 신청 및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 예정

- (제공 용량) 최대 10VM

* VM사양 : small(1cpu/1G메모리/20GB디스크), medium(2cpu/2G메모리/50GB
디스크), large(4cpu/4G메모리/100GB디스크)

ㅇ (UX/UI) UX/UI 디자인 및 코딩 지원

ㅇ (글로벌마켓진출) 해외진출 위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위한 가이드 및 멘토링 지원 등

연락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기획팀(043-931-5133)

클라우드지원센터 (02-213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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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K-Global IoT 챌린지

□ 사업개요

ㅇ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유망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IoT 기업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oT 챌린지 : IoT 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IoT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IoT 글로

벌 민ㆍ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oT 기업 육성 사업

□ 지원규모 : 간접지원 (총 0.5억원 규모, 15개 이내 과제)

□ 지원대상

ㅇ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 선도기업과 협력하여 사업화가 가능한 

IoT분야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ㆍ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IoT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IoT 글로벌 민관 협의체와의 상생협력 지원

- IoT 글로벌 민ㆍ관 협의체 선도기업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파트너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융합신산업과(02-2110-2845)

한국인터넷진흥원 IoT혁신센터(02-405-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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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팀)를 선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 지원규모 : 150억원(500팀 내외)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공간 및 기본적인 사무집기 제공

◦ (창업비용) 교육비, 운영경비, 사업모델 개발비 등 창업비용 지원

◦ (창업 멘토링) 담임멘토‧전문멘토를 통한 상시 창업‧경영 상담 및 자문 제공

◦ (창업교육) 사회적기업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 (사후지원) 네트워크 및 외부자원 연계 등 사후지원 프로그램 제공

연락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2-202-74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697-7711~8)

URL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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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내용 비고

창업자금 · 창작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3천만원)

입주비
· 사무공간 입주비 지원
  ※ 임대료/관리비 포함 최대 1천만원 지원

콘텐츠코리아 랩 및 
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연계

홍보·마케팅
· 미디어데이 등 언론 홍보 지원
· 홍보영상 및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지원

투·융자
· 엔젤투자자 대상 매월 피칭기회 제공
· 저리 융자 지원

한국엔젤투자협회 및  IBK 
기업은행 연계

해외진출
· SXSW 2017 등 해외 전시마켓 참가 지원
· 영문 피칭 교육 등

4-17.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육성지원

□ 사업개요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콘텐츠 특화 초기 창업기업 육성 지원

□ 지원규모 : 19억원(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25개사 지원)

□ 지원대상

◦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5년 미만의 기업

□ 지원내용

◦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입주공간, 홍보․마케팅 등 지원

  

연락처

문화체육관광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3)

한국콘텐츠진흥원 융합창업팀(02-2161-0051～2)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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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 사업개요

◦ 기존 관광산업과 연계한 창조성, 혁신성, 개방성, 기술성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광형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10억원(공모전 당선사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예비창조관광사업 부문

- A그룹(해내리) : 아직 창업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 B그룹(빛내리) : 창업 7년 이하

◦ 창조관광사업 부문 : 중소기업, 제1회~제4회 예비창조관광사업자

□ 지원내용

◦ 창조관광사업공모전 선정사업 대상 사업(활성)화 자금지원 

◦ 전문 창업 지식, 기술 등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 교육 

◦ 효과적인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등

연락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팀(02-729-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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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자금

5-1. 창업기업지원자금

① 일반창업자금

□ 사업개요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지원규모 : 13,50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지원내용

◦ 시설자금(생산설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및 운전자금(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소요 되는 비용

◦ 융자한도 : 업체당 연간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시설)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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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75)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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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창업전용자금

□ 사업개요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초기 운영자금 공급으로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1,00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접수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을 준비중인 예비 

창업자 이며 3년 미만 기업의 대표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 정부·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증, 융자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제외

◦ 융자금리 및 기간 : 연2.7%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 융자 조정형은 일시적 경영 애로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선별적으로

상환 기간을 5년간(2년 거치 포함 2.7% 고정금리) 연장가능

◦ 융자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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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창업자금

□ 사업개요

◦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 신용불량 정보 등으로 민간금융 이용이

제한적인 재창업기업(예비재창업자 포함)을 위한 전용자금 제공

□ 지원규모 : ‘16년 1,000억원

□ 지원대상 : 사업 실패 후 재창업 준비중인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인으로서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①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② 저신용자(3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인

* 단 3~4 등급은 최근 1년내 신용불량 등록 삭제사실 있는자, 5~6등급은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겪은 자로 한정

◦ 융자금리 및 기간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시설자금 9년이내

(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 6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융자한도 : 융자잔액 기준 45억원, 운전자금 연10억원 한도

연락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4474)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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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창업기업 보증

□ 사업 개요

ㅇ 창업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지원

* 금융위원회에서 승인하는 “신용보증기금 업무계획”에 따른 업무로 별도 사업

형태는 아님

□ 지원 규모 : 12조원 (신규보증+기존 기업 만기연장 금액이며, 금융위원회

에서 2016년 신보 업무계획 승인 前이므로 금액은 미확정 상태)

□ 지원 대상

ㅇ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유망창업기업은 7년 이내)

□ 지원 내용

ㅇ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

로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

보증”으로 구분하여 보증료 및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여 지원

구  분 신생기업보증 창업초기보증 창업성장보증

지원 대상 6개월 창업後 1년 내 창업後 1~3년 창업後 3~7년

보증한도 10억원(시설포함) 10억원 20억원 30억원

보 증 료 0.7% 고정 0.4%p 차감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100% 95% 90%

비금융지원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취급조직 영업점, 창조금융센터 영업점

ㅇ (일반 창업기업) 보증료율 0.1%p 차감,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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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 보증

□ 사업 개요

◦ 창업 2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퍼스트펭귄형 창업기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우대 지원하는 제도

* 무리 중에서 처음 뛰어든 펭귄처럼,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新 시장에 과감히 도전하여 향후 시장을 선도할 창업기업

□ 지원 대상

◦ 창업 후 2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 중 일정 평가점수 이상인 기업

□ 지원 내용

◦ Credit Line 설정을 통해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증료 및 보증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우대

◦ 보증연계투자 요청 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운영하며, 경영컨설팅,

잡매칭 등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업 력 ▪ 후 2년 이내

대상기업
▪제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중 신보의 “창업경쟁력 평가”결과 80점 이상

보증
한도

총 한도 ▪총 지원 가능한도 30억원

Credit

Line

신규설정 ▪3년간 지원한도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연차별
한  도

Min(20억원, 1년차 
추정매출액, 소요자금)

Min(25억원, 2년차 
추정매출액)

Min(30억원, 3년차 
추정매출액×1/2)

보증료율 0.5%p 차감 0.5%p 차감 0.5%p 차감
보증비율 100% 95% 90%

비금융지원
▪보증연계투자 요청 시 우선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취급 시 편입․금리 우대
▪전문 경영컨설팅 및 Job-Matching 서비스 제공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8)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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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 사업개요

◦ 창업후 5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지원규모 : 8.1조원(‘16년)

□ 지원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기술창업기업 보증지원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

맞춤형 창업분야
우대보증

▹창업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기업(5년이내)

□ 우대제도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맞춤형 창업분야

우대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력 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보증비율 우대 (90%~100%)

보증료 0.3~0.5%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 (2억원 이내)

- 특허 30백만원 등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보증비율 우대 (90%~100%)

보증료 0.3% 고정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042-481-4388)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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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Global Re-Startup

□ 사업개요

◦ 재도전 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확대 지원

지원분야 : K-ICT 9대 전략산업 분야 (소프트웨어(SW),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이동통신, UHD, 스마트 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

□ 지원규모 : 85억원 내외 (75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재도전 기업인*이 대표 또는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는 ICT분야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예정자(본인 및 공동창업) 

* 재도전 기업인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예정자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시장성이 있는 재도전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창
업컨설팅, 마케팅·홍보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민간투자 연계지원) 재도전 기업의 성장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정부가 1:1∼1:3 규모의 매칭(최대 3억원)자금 지원

* 중기청과 통합공고 개시 후 지원 내용 변동 가능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043-93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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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D

6-1. TIPS 프로그램

□ 사업개요

◦ 투자 및 보육역량을 구비한 엔젤투자사, 기술대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운영사로 선정 후 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창업팀에게 엔젤

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 R&D 자금 410억원 (연계지원 : 창업사업화 60억원, 해외마케팅 60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비)창업팀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도 포함

□ 지원내용

◦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1억원)에 정부 기술개발자금(5억원)을 매칭

하여 지원하고, 창업자금 등(4억원)을 추가로 연계

- 추가연계 지원은 세부사업별 창업팀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

(다만 운영사의 지분율은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

◦ 운영사(성공벤처인, 기술대기업 등)가 보육·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

- 최종 선정된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운영사가 지정하는 인큐

베이터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보육 및 멘토링 지원을 받음

연락처
한국엔젤투자협회(02-3440-7421~8)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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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기업과제

□ 사업개요

◦ 성장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1,684억원(약 1,000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5억원(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 지원조건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

창업기업

과제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80%

이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
최대 2년, 5억원

엔젤투자의 투자·보육·멘토링을

조건으로 기술창업팀(2인 이상)의

기술개발 지원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최대 1년, 1억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기업 및 여성연구인력 고용기업

등의 기술개발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042-388-0331,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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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창업성장기술개발-1인 창조기업과제

□ 사업개요

◦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지원규모 : 204억원(약 300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창업 후 7년 이하인 1인 창조기업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억원(개발기간 : 1년)까지 지원

< 지원조건 >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정부

출연금

1인 창조기업과제 최대 1년, 1억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80%

이내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4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부(042-388-034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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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 사업개요

◦ 대표자 신용도가 낮은 재기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반 R&D사업 선정에

한계가 있어 마련된 재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R&D사업

□ 지원규모 : 40억원(27개과제)

□ 지원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 준비하는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

중소기업

* 단, 지원결정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소요비용의 90%, 과제당 1.5억원, 개발기간 최대 1년

- 신제품의 창의성․혁신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시제품 개발 지원,

7대 전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을 부담하되,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재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기술료 징수 면제

□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협약체결
(전문기관-주관기관)

← 과제과제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

← 과제기획
(기획기관,주관기관)

연락처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042-481-435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부(042-38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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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K-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ICT창업․재도전기술개발지원)

□ 사업개요

◦ ICT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

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창업/재도전 기업지원)

□ 지원대상

◦ (창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중소․벤처 창업기업(법인)

◦ (재도전) 재도전기업인의 재창업 기업(대표이사 등재)

* 재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법인설립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에 한함

< 재도전 기업인 기준 >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로 사업체 운영경험(개인, 법인 포함)이 있는 기업인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예정자

※ (공통사항) 예비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

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ICT 창업을 활성화 위해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최

초 창업 및 재기기업인의 재창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자유공모 방식으로 최조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과제 당 1.5억원 이

내, 약 10개월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02-2110-25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팀(042-612-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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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투자연계형 기업성장 R&D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초기 창업자와 중소기업의 신사업 발굴의 어려움, 기술력 부족,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구축

□ 지원규모 : 12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팀)

□ 지원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및 6개월 챌린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운용사의 투자에 매칭하여 R&D 자금을 지원 

◦ BM개발팀을 통해 기술매칭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 민간 투자운용사의 투자에 연계하여 심의 후 R&D 자금 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성과혁신기획과(02-2110-24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02-3460-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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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로․해외진출

7-1. 글로벌 창업기업 발굴‧육성 프로그램

① 해외 현지 창업․진출 지원

□ 사업개요

◦ 창업 초기 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스타 기업 육성

□ 지원규모 : 100억원(13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초기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기업

◦ (유망기업) 정부 창업지원 수혜기업 중 해외진출 계획을 보유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

□ 지원내용

◦ 국내연수(사업모델 현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 프로그램 등)

◦ 현지보육(사무공간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체재비 지원, 네트워킹

및 투자자 데모데이) 또는 해외 마케팅비 등

◦ 최종평가 후 우수기업에 후속지원(마케팅, 전시회 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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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 사업개요

◦ 학사 이상의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 유입 및 창업 촉진으로 

국내 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멘토링,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 지원규모 : 20억원(3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중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외국인 

창업기업, 귀환 유학생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 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멘토링, 창업교육 등 제공 및 창업비자 취득 지원

* 창업자금은 국내인과 공동창업자인 경우만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8921)

창업진흥원 TIPS글로벌사업부(02-3440-7302, 7306～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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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 사업개요

◦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업화 역량을 강화

□ 지원규모 : 60억원(450개사 내외, 1~2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최대 80%(1～2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 과제

- (사업화 디자인 개발)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시각(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브랜드(CI/BI) 개발 등

-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방송 광고 등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국내외 시장조사,

전문지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 외국어 번역 등

연락처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23)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 창업부(042-480-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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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K-Global 해외진출사업

□ 사업개요

◦ ICT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지원사업 : ICT 분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및 성장할 수 있

도록 전문 교육 지원 및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인 법률・특허・마케팅・투자유치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제공

□ 지원규모 : 52.46 억원 (컨설팅 사업비 38억원, 보육 공간 관련 8억원 등)

    ※ 사업비 매칭 (정부 100%)

□ 지원대상

◦ ICT 융합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 (글로벌 창업 및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국제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마케팅 전문가, 투자 전문가 등 센터 내 전문 인력으로 

컨설팅 지원

- 상근 컨설턴트를 통한 상담 및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 내부

(In-House) 상담 및 컨설팅 무료 제공 

- 국내 해외 민간 회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컨설팅 비용 매칭 지원(70~80%)

◦ (국내ㆍ외 투자유치 지원) 우수 벤처기업 발굴 및 피칭교육 지원

- 데모데이 지원으로 국내ㆍ외 투자 유치 지원

◦ (글로벌 교육 지원)글로벌 창업 전문교육을 통해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 스킬 향상 교육 제공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반과 (02-2111-2897)

K-ICT 본투글로벌센터 (02-213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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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데이터기업 해외진출지원 (K-Global 데이터 글로벌)

□ 사업개요

◦ K-Global 데이터 글로벌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K-Global 데이터 글로벌 : 수출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 데이터 기업을 발굴, 맞춤형

지원체계를 통해 국산 데이터 기술(솔루션, 컨설팅 등)의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 지원규모 : 4.2억원 내외

구  분 지원 규모

수출용 

데이터 솔루션 고도화
3.2억원 (정부지원금 8,000만원 내외, 4개 과제)

데이터 기업 

수출 마케팅
1억원 (정부지원금 2,000만원 내외, 5개 과제)

   ※ 정부(50%)와 민간(50%) 매칭으로 사업비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 지원대상

◦ 데이터 관련 솔루션, 컨설팅, 서비스 등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우선 지원(수출실적 증빙 필수)

□ 지원내용

◦ 기존 데이터 솔루션의 수출 상품화를 위한 설계‧개발‧테스트‧현
지화(UI, 매뉴얼)‧ 현지검증 등 지원

◦ 중소‧벤처 데이터 기업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비즈니스 파트너 및

고객 발굴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연락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기술품질실(02-3708-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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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K-Global 스마트모바일 스타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유망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작지원, 컨설팅,

해외 홍보마케팅, 서비스인프라  등의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 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을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유무선 인터넷 기반

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 지원규모 : 30억 원

◦ 제작지원 : 20억원

◦ 인프라서비스, 컨설팅 : 10억원
     

□ 지원대상

◦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공동수행사로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 책정 불가

□ 지원내용 

◦ 제작지원

- O2O, 플랫폼, 웨어러블 등 다양한 형태의 ICT와 아이디어를 결합한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 

◦ 컨설팅

- 사업화, 해외네트워크 발굴 지원 등

◦ 서비스 인프라

- CDN 및 웹서비스, 인프라 관련 기술지원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02-2110-187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콘텐츠팀(031-360-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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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사․네트워크

8-1. 창조경제박람회

□ 사업개요

◦ 창업‧벤처인이 함께 창업분위기 및 벤처열기 확산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다짐하는 교류의 장(場) 구현

□ 지원규모 : 4억원

□ 지원대상

◦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1인창조기업,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 벤처 활성화와 창업 촉진,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유공자 포상

◦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전시, 벤처창업상담관, 창업경진대회, 비즈니스 

상담 등 창업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8938)

창업진흥원 대학창업부(042-48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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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한민국 창업리그

□ 사업개요

◦ 우수 창업아이템 및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가를 발굴 지원

하여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 붐을 조성

□ 지원규모 : 15억원(상금 최대 1억, 총 90개팀 내외)

□ 지원대상

◦ 운영기관 :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80개 이내)

◦ 대회 참여자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13.1.1 이후)

□ 지원내용

◦ 창업아이템(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상금, 홍보 및 투자 

IR 기회 등 연계 지원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042-481-3991)

창업진흥원 스마트창업부(042-480-4395, 4396,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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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 사업개요

◦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발명분위기 확산

◦ 우수 발명품의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 촉진

□ 사업규모 : 12.84억원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된 발명·고안·디자인품

◦ 5년 이내 등록된 상표

□ 지원내용

◦ 우수 발명품 및 상표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정부 시상

◦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회 참가 지원 및 구매상담 기회
제공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8496)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02-3459-2750/2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