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요 사업
경제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총 6개 사업, 3,131억 지원

소상공인 지원
총 9개 사업, 34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중소 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자영업닥터제 운영

대전지식산업센터 운영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SNS홍보

벤처타운 및 보육실 운영

활동가 육성사업
소비촉진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외식창업 사관학교 푸드코트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비대면, 바이오, 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규모 : 30,000백만원(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내용(예정)
-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금액 : 300백만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융자금리 : 융자실행금액에 대한 분기별 변동금리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

<추진 과정>

*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1월

1월~12월

6월, 12월

공고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상시)

자금사용
실태조사
(필요시)

<'21년 달라지는 내용>
비대면, 바이오, 뉴딜분야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042-380-3081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시중은행 협력자금)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지원규모 : 250,000백만원(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내용(예정)
- 융자실행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일반자금 : 일반기업 2%, 우대기업 3% / 긴급자금 : 2.25%)
- 일반경영안정자금 : 300백만원 이내(매출액 기준 / 수출기업 등 500백만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 긴급경영안정자금 : 200백만원 이내(매출액 무관), 1년 거치 일시상환

<추진 과정>

*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1월

1월~12월

6월, 12월

공고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상시)

자금사용
실태조사
(필요시)

<'21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업종 확대, 지원한도 증액 등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042-380-3081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등
지원규모 : 30,000백만원
지원내용(예정)
- 국내·외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500백만원 이내(소요자금의 75%)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2년 거치 일시상환

<추진 과정>

*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1월

1월~12월

6월, 12월

공고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상시)

자금사용
실태조사
(필요시)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042-380-3081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제조 및 제조관련서비스업 등 영위기업으로 시설투자예정 중소기업
지원규모 : 50,000백만원
지원내용(예정)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공장건축, 기계장비 구입 등), 운전자금(시설투자자금의 40% 이내)
- 지원금액 : 기업 당 시설 10억원 운전 3억원 (둔곡지구 25억원, 지식산업센터건립 55억원) 이내
- 융자금리 : 3.7% 이차보전 1~2%, 융자기간 : 시설 8년(거치 3년) 운전 3년(거치 1년)

<추진 과정>

*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1월

1월~12월

11월

공고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상시)

자금사용
실태조사
(전년도
실행기업)

<'21년 달라지는 내용>
융자금리 인하(0.3%), 우대기업 확대 등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042-380-3081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중소유통업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 소재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유통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도·소매업)
지원규모 : 3,100백만원
지원내용(예정)
- 점포시설 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시설개선 1,000백만원 이내, 운영자금 100백만원 이내(소요자금의 75% 범위 내)
- 융자금리 : 변동금리 2.6%(수수료포함) / 융자기간 : 8년 이내(시설), 3년 이내(운전)

<추진 과정>

* 지원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문 참고

4월

4월~12월

공고

신청 및
추천서 발급
(상시)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042-380-3081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전지식산업센터 운영
사업목적 : 도심내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상승으로 입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입지애로
해소를 위해 건립되는 대전지식산업센터는 주민과 기업의 상생모델로 일자리 창출 및
원도심권 도시 활력 증진
지원대상 : 유망중소기업, 혁신형기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졸업 기업, 연구소 등
운영현황

대전지식산업센터
위

치

대전 동구 계족로 151 (대동 549)

입주공간

44실 / 46~49평형:8개실, 40~43평형:4개실, 21~26평형: 30개실, 20평형: 2개실

임대료

임대면적 3.3m2당 월13,900원 / VAT별도

관리비

임대면적 3.3m2당 월10,000원 / VAT별도
※ 수도광열비 : 개별 사용분 검침에 의해 실비 부과

입주기간

3년(연장가능)

<추진 과정>
상시

상시

상시

입주신청

입주신청업체 평가 및 승인통보

계약 및 입주
기업지원부 기업인프라지원팀 ☎042-331-3033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벤처타운 및 보육실 운영
사업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게 입주
공간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인 기업운영 지원
지원대상 : 대전 지역에 본사를 둔 중소벤처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운영현황

창업보육실(진흥원)
위

치

벤처타운(다산관, 장영실관)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 대덕구 신일동 1688-5

입주공간

50실

다산관 : 18실, 장영실관 : 35실

임대료

전용면적 m2당 월3,660원 / VAT포함

전용면적 m2당 연27,430원 / VAT별도
※ 시설별 상이

관리비

임대면적 m2당 월3,670원 / VAT포함

전용면적 m2당 월3,630원 / VAT별도

입주기간

3년(연장가능/최대10년)

3년(연장가능/최대20년)

<추진 과정>
상시

상시

상시

입주신청

입주신청업체 평가 및
승인통보

계약 및 입주

기업지원부 기업인프라지원팀 ☎042-380-3064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영업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
지원규모 : 285개사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백만원

지원내용 : 근로자 신규 고용 후 동일사업장에서 고용 유지 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
*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추진 과정> (상시)
고용원에 대한
지원 신청

적격여부 승인 및
고용유지상태 확인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21년 달라지는 내용>
(기존) 6개월 근로사실 확인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개선) 근로사실 확인 후 지원금 월별 지급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2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관내 영세자영업자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
*1인 자영업자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홀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지원내용 : 2021년 1월 1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시 최대 2년간 보험료 30% 지원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 후 분기별 지급신청에 의거 납부액의 일부(30%)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의 경우 정부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50%)과 중복수혜 가능
*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의 경우 지원 요율 및 지원기간은 추후 공지

<추진 과정> (상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납입보험료 및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21년 달라지는 내용>
(기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개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2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
지원규모 : 150명 내외(예정)
지원내용 : 기존 사업자에게 마케팅, 경영노하우 등 경영개선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식 및
정보 등 창업과 관련된 소양지식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경쟁력 향상 기여
교육내용 : 다양한 경영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관련 무상 교육
※ 2020년 교육과정 : 창업자금조달 및 운영과정, 상권분석 및 가게입지분석, 돈이 되는 절세전략,
성공점포 경영전략, 목표고객설정과 고객관리

<추진 과정>
3월

3월~10월(예정)

모집공고
및 선정

경영개선 및 창업 관련 무상 교육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3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닥터제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500개사 내외 (컨설팅 무상지원, 시설개선지원 일부 자부담)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점포시설개선자금 지원
- 컨설팅 : 전문가를 통한 경영노하우, 비법전수, 마케팅 방안 등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지원
- 시설개선 : 지속경영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시설개선 지원
·지원분야 : 위생관리비, 안전관리비, 홍보광고비, 점포환경개선경비, POS 경비
·지원내용 : 지원분야 내 시설개선 소요금액의 8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추진 과정>
4월

5월~6월

5월~12월

전문
수행기관
선정

모집공고
및 선정

컨설팅 무상지원 및 시설개선지원 일부 지원 등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3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SNS홍보 활동가 육성사업
지원대상 : 관내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50명 내외(예정)
지원내용 : 기존 사업자에게 마케팅, 경영노하우 등 경영개선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식 및
정보 등 창업과 관련된 소양지식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경쟁력 향상 기여
교육내용 : 다양한 경영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 관련 무상 교육
※ 2020년 교육과정 : 창업자금조달 및 운영과정, 상권분석 및 가게입지분석, 돈이 되는 절세전략,
성공점포 경영전략, 목표고객설정과 고객관리

<추진 과정>
4월

5월~11월

5월~12월

전문
수행기관
선정

모집공고
및 선정

교육생 모집 및 SNS홍보마케팅 관련 무상 교육 지원, 사후관리 등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3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비촉진활성화 사업
모집대상 : 대전 소재 사업체(비소상공인 포함)
모집규모 : `20년 기준 1600개사 / 모집 및 유지관리
지원내용 : 온통대전 플러스할인가맹
- 온통대전 플러스할인가맹점 전용 홍보물품 지급
- 온통대전 APP을 통한 별도 홍보
- 대전 세일축제기간 특별 홍보 진행

<추진 과정> (상시)
온통대전 플러스할인가맹점 신청

확인 및 승인

전용 홍보물품 지급, 특별 홍보 등
유지관리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4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창업박람회
행사일정 : 2021. 10월 예정

지원대상 : 외식, 도소매,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 및 예비(재)창업자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제품홍보 부스 무상지원 및 창업 및 경영컨설팅관 운영, 부대행사 제공
* 부대행사 : 명사초청 특강 운영 및 창업 관련 부대행사(세미나, 연극, 시연회 등) 지원

<추진 과정>
7월~8월

9월~10월

10~11월 중

모집공고
및 선정

시설설비
준비

박람회 홍보 및 진행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380-3084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외식창업 사관학교 푸드코트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지원규모 : 6~8팀(팀별 최소 2명) / 년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151, 대전지식산업센터 7층

지원내용
- 운영장소 지원(영업장 면적 : 285.65㎡)
- 매장임대료, 일반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조리실 지원, 수료 시 인증서 제공

- 전문가 컨설팅 : 3회/팀
조리 기구 및 시설 지원
기구

칼· 도마 소독기, 식기세척기, 자외선 식기 소독장, 냉장·냉동고, 음료냉장고, 튀김기 2종, 그릴러 등

시설

2구 가스레인지, 다구렌지, 1구 중화렌지, 배기후드, 트렌치 설치

<추진 과정>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참가팀
모집공고 및 선정

사전교육(1주일)

· 참가팀 운영(3개월)
· 전문가 컨설팅
· 내부 위생교육

운영 종료 후 사후관리
(전문가 컨설팅)

기업지원부 서민경제지원팀 ☎042-284-2008

연간 주요 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기간 : 2021. 2월 ~ 2022. 1월
지원대상 : 인쇄 집적지 내(동구 정동, 중동, 삼성동) 인쇄 소공인
지원규모 : 예산 350백만원 / 지원금액 소공인당 3 ~ 5백만원
지원내용
- (교

육) 협업, 현장견학, 캘리그라피, 스마트 기술 활용, 유튜브, 인디자인

- (컨설팅) 경영진단 및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 (자

율) 작업환경개선, 상품개발, 인증획득, 공용장비, 디자인(서체, 이미지),

이종산업 융 ·복합 협업, 공동 인프라(창고)

<추진 과정>
3월~5월

6월~9월

9월~12월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기업 선정

협약체결
사업실시

결과보고서 접수
완료평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디자인(서체, 이미지) 및 이종산업 융 ·복합 협업 지원사업 추가
기업지원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042-226-5556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분야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일자리 지원
총 21개 사업, 225억 지원

창업/청년 지원
총 8개 사업, 26.6억 지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청년인턴지원사업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

대전 온라인일자리 박람회

기업맞춤형 AI솔루션 지원

유망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사회적기업 인프라구축

컨택센터 청년신규채용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대전청년창업카드지원

청년주도 활동지원

중장년 일자리지원

대전청년내일로 프로젝트

청년취업 및 교육 지원

청춘터전지원

우수기업 청년채용
도시청년 지역상생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대전형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충남대학교 등 관내 10개 대학 재학생(3~4학년 위주, 만 19세~39세미만 청년)
지원규모 : 지역 대학생 600여명 /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원 직무 연수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 직무연수지원금, 운영기관(대학)관리비, 전담매니저운영비 등
- 직무연수지원금 : 학생당 월 2,000천원(주 40시간 기준) / 2~6개월 범위 내
- 운영기관관리비 : 학생당 월 20천원, 사전직무교육비 : 기관별 최대 2,000천원
- 전담매니저운영비 : 월 2,320천원(4대보험부담금 포함), 기업전담자수당 : 월 100천원 지원

<추진 과정>
1월

2월

3월~12월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운영경비
청구 및
지급

대학생 직무체험 실시 및 운영 사후 관리 등

<'21년 달라지는 내용>
(대학생 직무체험 지원대상) 대학 재학생 학년 무관 → 3~4학년 위주 대학생 체험 지원으로 취업 연계 효과 기대
(대학생 직무연수지원금) 시급제(시간당 9,500원) 운영 → 월급제(월 최대 200만원) 운영
(전담매니저운영비) 월 인건비 2,180천원 → 2,320천원으로 확대 지원 및 퇴직금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운영의 지속성 강화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7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청년인턴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지역내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사회∙경제단체 등 비영리법인 등 /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규모 : 100명
지원내용 : 1인당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월2,000,000 급여 제공(기업부담금 10%포함)
※ 월2,000,000원 (대전시1,800,000원 지원 / 참여기업 200,000원 부담)

<추진 과정>
1월~2월

3월~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진흥원)

참여기업 및 인턴
모집∙매칭, 지원금 지급

지원금지급 및
모니터링 실시

만족도
조사
(진흥원)

<'21년 달라지는 내용>
청년인턴 1인당 지원금 월1,687,500원 에서 1,800,000원으로 증액 / 대전시 지원금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3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대전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운영
행사기간 : 2021. 10월말 (예정)
참여대상 : 구인기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구직자
행사규모 : 구인기업 100개사
행사내용
-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구인기업 모집, 대전 대표기업 동영상 홍보, 대전시 정책
홍보관 운영,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관, 이벤트관 등 운영

<추진 과정>
6월~7월
사업 계획
수립

8월~9월

9월~10월

10월~11월

12월

참가업체
모집

참가업체
모집
및 박람회
홍보

박람회
개최

사업결과
보고

<'21년 달라지는 내용>
온라인 구인 참여기업 확대 모집 등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2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대전 유망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지역 소재 유망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 기업
지원내용 :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 실시
- 홍보동영상제작 : 기업별 영상 2편 제작(30초분량, 5초분량)
- 영상물 홍보실시 : 옥외 대형 LED전광판, 지하철, 관내 대학 취업지원센터, 센터 SNS 홍보 매체 등

<추진 과정>
1월~2월

3월

4월

5월~10월

11월~12월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사업홍보
지원대상
기업선정

영상제작
기업용역
계약체결

동영상
제작

제작물
홍보 및
운영결과
보고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3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컨택센터 청년신규채용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컨택 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만18세~39세 이하 대전시 거주 청년 지원
지원규모 : 35명
지원내용
- 인건비 : 1인당 연간 2400만원(1인 월200만원/기업 부담금 10% 포함)
- 지원비 : 1인당 연간 100만원 / 교육, 컨설팅 및 기타 지원

<추진 과정>
1월~2월

2월~3월

4월~12월

게획수립
업무협약

모집공고
및 선정

사업장별
지원금지급

5월~12월
- 사업장별 방문지도 점검
- 근로자 직무교육 실시
-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21년 달라지는 내용>
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 남녀구분 없이 청년 지원사업으로 변경
2년 이상 장기 근속자 인센티브 지급( 분기별 250만원 4회 1000만원 지급)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45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대상 : ①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18세 ~ 39세의 청년 창업가
② 관내에서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창업기업
지원규모 : 290명
사업공고 : 2021. 3월 예정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씩 6월간 최대 180만원 지원 / 선(先)사용 후(後)지원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제품홍보, 상담활동비 등
* 창업지원카드 연동계좌에 본인예금 예치 후 선사용 후 승인절차 거쳐 환급

<추진 과정>

-

3월

4월

5월 ~12월

모집공고

선정심사

창업지원카드 사용 및 지원금 지급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35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중장년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50~64세 (※ 중장년지원조례 제 2조에 의거)
지원규모 : 연간 800명 내외
지원내용
-(직업훈련개발교육) 창업〮창직, 전문인력양성, 일반 취업연계 전문자격과정 운영
-(문화여가활동지원) 중장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여가과정, 건강증진과정 운영
-(중장년 일자리 모델 구축) 대전형 사회공헌 일자리 모델로서 ‘나눔일자리사업’ 운영
-(커뮤니티지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교육생들과의 역량강화 모임

<추진 과정>
1월~2월
〮 추진계획(나눔일자리,

직업훈련 및 문화여가지원)

〮 사업 관련 모집 및 홍보

3월~6월

7월~8월

〮 직업훈련교육 운영
〮 문화여가교육 운영
〮 나눔일자리사업

〮 취,창업상담 및 연계
〮 나눔일자리사업
모니터링
〮 커뮤니티결성 및
지원

활동처 발굴 및 운영

〮 사업관련 초기상담

9월~11월
〮
〮
〮
〮

직업개발교육 운영
문화여가교육 운영
취,창업상담 및 연계
나눔일자리사업 운영

12월
〮 사업평가 및
회계연도
결산
〮 사후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① 직업훈련개발교육과정, 문화여가증진 교육과정 등 재취업 및 사회참여가 가능한 교육 위주로 변경
② 나눔일자리 사업 확대(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일자리 모델 수립)
③ 커뮤니티지원단 자체 운영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042-719-8353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청년 취업 지원
사업목적 :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청년취업 도모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대전 주민등록자로 만18~34세 미취업 청년(단, 가구중위소득 150%미만인 자)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규모 : 월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2,500명
사업공고 : 2021. 6월 중 예정
지원내용 : 구직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비 및 자기개발비로 자율적 사용
-취업성공금지급: 지원기간중취업또는창업으로중단시, 지급요건에따라취업성공금지급(1인당50만원)

지원내용 : 취업상담, 전문가 멘토링, 현장·모의면접, 실시간 취업정보 등 전문 취업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카페
꿈터

지원대상 : 취업상담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
사업장소 : 청춘너나들이, 청춘나들목, 일반카페 등 청년공간
*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이용한 신청 및 문의

구직 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대전청년
희망통장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 구직자
지원규모 : 800명
지원내용 : 면접용 정장 대여지원 (1인 연간 3회 이용가능)
- 셔츠, 블라우스, 치마, 바지, 재킷, 넥타이 등 면접용 정장 대여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인 만 18~39세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규모 : 500명 (1인당 540만원 지원 / 3년 계속지원사업)
지원내용 : 매달150,000원씩 지원 시와 청년이 1:1 재원매칭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1644-864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취업 교육 지원
지원대상 : 대전 거주 해외취업 희망자 및 관내 대학 졸업(재학)생

해외취업
지원사업

지원내용
- 해외취업 인재채움 프로젝트 : 어학강좌, 취업특강, 컨설팅 등 글로벌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실시
- 해외취업설명회: 해외취업준비및절차, 취업전략 등 해외취업지원을위한설명회개최 / 연3~ 4회
- K-Move 스쿨 연수지원사업: k-move 스쿨 공모사업 선정기관의 자율적 프로그램 추가운영 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18세 이상 ~ 60세 이하 취업희망자

맞춤형미래
인재교육

지원규모 : 40명 전문분야교육(20명), 교육비지원(20명)
지원내용 : 4차산업 분야 및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개인교육비 지원
- 지원분야 예시 : 정보보안전문가, 메이커스페이스, 퍼포먼스마케팅, 글로벌셀러, 빅데이터 등

특성화고
취업컨설팅
교육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대상 :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교생
교육내용 : 자존감 향상, 진로설계,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도 컨설팅, 면접대비 교육 등

취업지원 : 구인 구직 알선 상담 지원, 채용대행 서비스,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면접지원 : AI 모의 면접기 상시 운영

일자리지원부 대전일자리지원센터 ☎1644-864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우수기업 청년채용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참여 및
인증기업 등 인증을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46개사 / 1인당 최대 월 180만원(국비 100, 시비80)
지원내용
- 신규 채용인력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최대 90%지원
-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추진 과정>
1월~12월

3월

10월~12월

기존사업 추진

심화교육
및 사업장
점검

참여청년 인센티브 지급
(19년 참여청년 요건 충족자)

<'21년 달라지는 내용>
19년 참여청년 요건 충족자에 인센티브 지급(10월 이후)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편승환 책임 ☎042-380-302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5월 ~ 2021. 6월
지원대상 :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 대전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지원규모 : 11개사(15청년) / 청년 1인당 최대 월 185만원(국비 75만, 서울시비 110만)
지원내용
- 참여청년(만19~39세 이하) 1인당 월 220만원 인건비 지원
※ 인건비(220만원/세전) : 국비 75, 서울시 100, 기업부담 35

-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참여청년 1인당 월 15만원 이내)

-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교육, 컨설팅 지원

<추진 과정>
‘20
6월~8월

’20 8월

‘20 9월 ~ ‘21 5월

‘21 6월

참여 기업
및 청년
모집, 선정

기업 – 청년
매칭

지역일자리 근로 활동
사회공헌 및 커뮤니티 활동

성과 공유회

기업지원부 기업성장팀 편승환 책임 ☎042-380-302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창업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금액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지원 : BI, CI , 브랜딩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브랜드 구축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 키워드, 배너광고, SNS광고 지원 등 온라인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 SNS홍보영상제작 : 제품홍보를 위한 SNS활용 영상제작 지원

<추진 과정>
2월~3월

3월~4월

모집공고

선정평가
및 선정

3월~12월

8월

12월

사업진행

중간검수

지원금지급
및
결과보고

<'21년 달라지는 내용>
O 온라인 마케팅(키워드 배너광고 등), SNS 홍보영상제작 지원 확대
O 온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6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창업보육경쟁력강화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창업보육협의회 소속 BI 입주기업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지원금액 세부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맞춤형사업화지원 : 제품생상지원, 지식재산권확보지원, 경영인증지원 등
- 창업보육역량강화지원 : 투자유치대회, 창업보육기업역량강화(교육, 세미나등)

<추진 과정>
3월

4월

모집공고

선정평가
및 선정

5월~12월

9월

12월

사업진행

중간검수

지원금지급
및
결과보고

<'21년 달라지는 내용>
O 맞춤형사업화지원 확대 지원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6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기업맞춤형 AI솔루션 활용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금액 : 8백만원 이내(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AI솔루션을 구매하여 자사 제품,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관내 기업
- 정부(과기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바우처 사업의 선정기업 부담금 중 일부 지원

<추진 과정>
3월

4월

모집공고

선정평가
및 선정

5월~12월

9월

12월

사업진행

중간검수

지원금지급
및
결과보고

<'21년 달라지는 내용>
O 신규사업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6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생태계조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기업당 2~3회 지원(사회적기업 전환희망기업 우선지원)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우수모델발굴 및 청년창업자 육성 : 15팀(최대 1,000만원 지원, 차등)
- 시제품제작 및 브랜드디자인, 홍보영상제작 지원 : 6개사(1,000만원 이내)
- 기술이전을 위한 상생협력지원 : 5개사(기술이전료 1,000만원, 기업희망 지원분야 15,000만원 이내)
- 사회적기업 지속발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 : 1인당 146만원 / 기업당 최대 5인 이내

<추진 과정>
1월~2월

3월

4월

8월

10월

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선정평가

협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결과보고

<'21년 달라지는 내용>
O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환 희망기업 (일반기업 및 예비창업자)발굴 및 컨설팅 지원
O 기술이전 후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분야 지원(15,000만원 이내)
O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홍보영상제작지원 분야 추가 지원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6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지원규모 : 개인상담 240명(1,680건), 집단상담 2기 운영(1기당 10명)
지원내용
- 전문상담 지원 / 상담분야 : 진로, 정서, 성격, 대인관계, 취업, 직무스트레스 등
· 개인상담 : 1:1 전문상담 지원 / 1인당 최대 7회까지 상담 가능
· 집단상담 : 공통 분야별 그룹을 형성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원(상·하반기 모집)

- 신청방법 : 청춘광장 홈페이지(www.daejeonyouth.co.kr) → 청년 마음건강 / 회원가입 필수

<추진 과정>
상담 전
1. 내담자 모집 및 신청
2. 신청 시 체크리스트 제출
3. 예약상태 ‘승인‘ 확인 후 상담소 방문(신분증 지참)

상담 후
1. 상담 진행
2. 상담 진행 후 만족도 조사(필수, 종결 시)

<'21년 달라지는 내용>
상담횟수 증가(최대 5회 → 최대 7회)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29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청년주도 활동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거주 만18~39세 이하 청년
지원규모 : 정책 연구활동비 3,000천원 지원(5개팀), 청년의 학교 운영비 6,000천원 지원(10개 학과),
대전시 청년 교류 행사 청년의 밤 추진
지원내용
- 청년주도의 정책제안 프로젝트 활동 및 연구 활동비 지원
- 청년의 학교 비대면 온라인 강의 지원 및 청년의 밤 비대면 컨퍼런스 진행

<추진 과정>
상반기

하반기

정책 연구 활동팀 모집 및 선정
청년의 학교 운영단체 모집 및 선정

청년의 학교 학과 운영
청년의 밤 추진
※ 자세한 내용 추후 대전비즈 모집공고 참조(세부사업별 모집 시기 상이)

<'21년 달라지는 내용>
정책제안 프로젝트 활동 지원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대전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조직 등)
지원규모 : 미취업 청년 30명 / 청년 1명당 2,200천원 지원

지원내용
- 청년 채용에 따른 인건비, 4대보험 기관 부담금 지원
- 청년들에게 교육 및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형 지역 혁신인재 양성 및 취• 창업 통합 지원

<추진 과정>
1월~3월

4월~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9개월 간 매 달 인건비, 4대보험 기업 부담금 지급(최대 2,200천원)
취업 청년 대상 교육 추진(전문 교육기관 위탁)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4

연간 주요 사업– 일자리 및 창업/청년 지원
청춘터전 지정지원사업
□ 청년단체(법인)으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을 지역 거점 청년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 지원
운영 공간 ( 총 7개소 : 유성구 3, 대덕구 3, 서구1 ) 자체 프로그램 및 무료 대관 진행
□ 청춘광장 홈페이지 참고 ( https://daejeonyouth.co.kr )
① 청춘 목공소 / 대덕구 한남로 67번길 9, 1층
( 목공 관련 체험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 )
② 시간공작소 / 유성구 신성로 71번길 58, 1층
( 청년 주거 정책, 원데이 클래스 )
③ 콜라보스퀘어 /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11-17 2층
( 청년 창업 / 창직 역량 강화 인력 배출 )

⑤ 대한손상재활운동협회 / 유성구 대학로 76번안길 17, 2층
( 신체불균형 해소 및 체력 향상 건강증진 )
⑥ 감성청년카페 / 대덕구 계족산로81번길 64, 201호
( 카페 및 창업 세미나 진행, 청년 예술가를 위한 전시 공연 진행 )
⑦ 공간_공감 / 유성구 궁동로 52
(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그룹강의, 청년 활동 지원)

④ 대전문화살롱 / 서구 신갈마로 196-1서구 신갈마로 196-1

( 문화 교류, 인문학 교류, 멘토링 프로그램 )

<'21년 달라지는 내용>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 , 대관 잠정 중단
일자리지원부 창업지원팀 ☎042-380-3039

연간 주요 사업
통상분야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마케팅(국내·해외) 및 기술사업화 지원
총 22개 사업, 50.5억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해외통번역지원사업

해외비즈니스상담회

글로벌네트워킹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수출홍보물제작지원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해외 온라인쇼핑몰입점 및 판매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수출선도기업육성

대형유통점 구매상담회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홈쇼핑판매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입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현지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 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투자유치 활동 지원, 관내기업

해외비즈니스 거점역할

< 해외통상사무소 현황 > 3개국 5개소
중국

일본

베트남

구분
난징

선양

도쿄

호치민

빈증

설치일

2004. 11. 9

2003. 12. 10

2009. 7. 31

2017. 6. 13

2017. 6. 12

위치
(규모)

난징시진회구
(68㎡)

선양시심하구
(85㎡)

도쿄도신주쿠구
(73㎡)

다이아몬드
프라자10층
(45㎡)

청소년센터3층
(39㎡)

근무인원

2명
(진흥원1,현지인1)

2명
(진흥원1,현지인1)

2명
(진흥원1,현지인1)

2명
(진흥원1,현지인1)

1명
(현지인1)

소장

서대원

노영호

정형대

최근환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0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온라인)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통역 등
- (오프라인) 공통경비(바이어 발굴, 통역, 상담장 임차료 등) 및 왕복 항공료 40% 지원

<추진 과정>
1월~2월

3월~4월

5월~10월

11월~12월

모집공고

참가기업
선정

상담 추진

사후 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온 ‧ 오프라인 상담 병행 추진 / 상반기 온라인, 하반기 오프라인 추진(예정)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8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전시회 단체참가 8회(온/오프) / 57개사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 물류비) 지원 (전시회별 1~9백만원 차등 지원)

<연간 일정>
박람회명
하노버 산업 전시회
두바이 피부미용 박람회
G-FAIR 뭄바이
국제 뷰티쇼(K-뷰티 엑스포)
비타푸드 아시아
심천 선물용품 박람회
광저우 캔톤페어
태국 인코스메틱 아시아

시 기
4월 (온라인)
7월
미정
8월
9월
10월
11월
11월

품목 / 기업 수
전자
뷰티
종합
뷰티
식품
종합
종합
뷰티

/
/
/
/
/
/
/
/

5사
8사
8사
6사
6사
8사
8사
8사

국 가
독일
아랍에미리트
인도
대만
싱가포르
중국
중국
태국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3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17개사
지원내용
- 해외 전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비용(부스비, 장치비, 물류비) 80% 지원 (5백만원 한도)
- 기업별 지원금액 한도 내 최대 3회까지 참가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추진 과정>
2월~3월

1월~12월

3월~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전시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비 지급

<'21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한도(5백만원)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전시회 참가 가능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3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규모 : 총 9회(온/오프) 78개사
지원내용 : 시장조사, 통역료, 바이어 섭외, 차량비 등 공통경비 전액 및 왕복 항공료 40%(1사1인)

<연간 일정>
구분

파견지역

계

9회

인도

(일반) 첸나이, 뭄바이, 뉴델리

시기

품목/업체
78

3월하순(온라인)

종합/10

동남아

(일반)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5월하순

종합/10

중남미

(일반) 상파울루, 리마, 보고타

7월중순

의료, 미용/10

미국

(전략)시카고, LA

8월상순

종합/10

중동

(전략) 두바이, 텔아비브, 도하

하반기

ICT/6

중미

(전략) 멕시코시티, 파나마, 과테말라

9월중순

종합/6

하반기

식품/6

프랑스

(전략) 자그레브, 파리

유럽

(일반) 바르샤바, 베오그라드, 브뤼셀

11월하순

종합/10

CIS

(일반) 블라디보스톡,알마티,노보시비르스크

12월상순

의료, 미용/10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2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
지원대상 :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추진시기 : 1월~2월 공고 및 선정 후 연간지원
내용

지원항목

비고

∘ 해외전시회 참가 후 상담 또는 계약을 위하여 2020년

사후출장비 지 원

1월 1일 이후 동일국가로 출장을 다녀온 기업
∘ 바이어가 방문한 지역기업, 1사 1인 왕복항공비 70%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 디자인, 제품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현지 매체

∘ 해당국가 TV·신문·잡지·PPL 광고 비용 지원

홍보 지원

∘ 해외온라인쇼핑몰 마케팅비 지원

홈페이지

개발

∘ 2~4항목 선택

∘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기업당 지원금
25,000천원 이내
∘ 기업부담 20%

∘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21년 달라지는 내용>
(신규) 지원항목 추가 : 해외쇼핑몰 마케팅비 지원 등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2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물류비 지원사업(①국제특송(EMS)/②직접수출)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지역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②일 경우 제조기업)
지원규모 ① (국제특송) 200개사 내외 지원
② (직접수출 물류비) 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500만원(물류비 합산비용의 50% 이내)

지원내용
- ① 일괄계약 적용요금의 50%지원 및 12% 할인 별도(충청지방우정청)
- ② 항공 및 선박 수출(인천공항, 부산항 등)을 통한 직접수출 비용(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추진 과정>
2월

3월~12월

모집공고

참가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상시접수 가능
② 상시접수 및 4차례로 나누어서 평가 및 지원

<'21년 달라지는 내용>
② 직접수출 : 자격요건 완화(기존 : 제조비율 30% 이상인 제조기업 → 변경 : 관내 제조기업)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8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획득비용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5백만원(획득비용의 90%, 부가가치세별도)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 등 소요비용의
90% 이내 지원

<추진 과정>
2월

2월~3월

3월~12월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인증획득 진행 및 획득완료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4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수출상담회)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입 희망 제조업체
지원규모 : 8개사
지원내용
- 해외 공공조달시장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 해외 공공조달시장 수출 상담회 개최(온라인 예정)

<추진 과정>
2월~3월

3월~8월

8월~9월(예정)

10월~12월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해외시장조사, 국내외 조달시장컨설팅,
마케팅지원 (홍보컨텐츠 제작) 등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개최

사후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2020년 타겟시장 : 아랍에미리트 → 2021년 타겟시장 : 미국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4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마케팅 통번역지원- 통번역비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 이하인 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을 위한 국문↔외국어 통번역비 지원
-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신청 2회까지 가능)

<추진 과정>
2월

2월~12월(예산 소진 시까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

-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
- 기업별 통번역 의뢰 및 수행기관에 지원금 정산

<'21년 달라지는 내용>
2020년 : 1회 최대 50만원까지 총 2회 지원 가능 → 2021년 : 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신청 2회까지 가능)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4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총 5개월 파견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 (유학생) 월 45시간, 5개월 근무 (결혼이민자) 월 55시간, 5개월 근무

<추진 과정>
1월~2월

3월~4월

5월~10월

11월~12월

모집공고

인턴 매칭

외국인 인턴 파견

사후 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대전시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외국인 인턴 임금 인상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8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16개사 내외(동영상 및 브로슈어 각 8개사)
지원내용
- (동영상) 8개사, 최대 11,000천원 지원
- (브로슈어) 8개사, 최대 5,000천원 지원

<추진 과정>
1월~2월

3월~4월

5월~10월

11월

12월

모집공고

참가기업
선정

홍보물 제작

최종평가

지원금
지급

<'21년 달라지는 내용>
동영상 및 브로슈어 간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참여기업 수 확대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8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대전인 관내기업
지원규모 : 80개사 내외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큐텐, 타오바오 등)
‣ 상품등록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
‣ 판매대행(주문상담, 배송, 결재) 등록 및 판매

<추진 과정>
공고

상시

상시

1월~

입점신청업체 평가 및
승인통보

입점

<'21년 달라지는 내용>
관내기업 직접 해외쇼핑몰 입점시 교육 등 강의제공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2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대전우수상품판매장 운영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대전인 제조업체
매장위치 : 대전광역시청 1층(북문), 124개사 입점
지원내용 : 상품 전시, 판매(이동판매 병행), 홍보(온오프라인 활용 등)

<추진 과정>
상시

상시

상시

입점신청

입점신청업체 평가 및
승인통보

입점

<'21년 달라지는 내용>
신규입점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모집에세 상시적으로 신규입점 추진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7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80개사
지원내용
- 위메프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 기획전, 배너광고 등 판매촉진 지원

<추진 과정>
1월~2월

3월

4월~11월

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지원기업
선정

입점 및 판매촉진 지원

사후관리 등

<'21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 기업 수 증가, 지원 컨텐츠 추가(예정)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6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지원규모 : 12개사 (MAS 컨설팅 5개사, 벤처나라 컨설팅 5개사, 혁신시제품 컨설팅 2개사)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사의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지원 (입점계약, 갱신계약, 사후관리 등)
- 컨설팅 분야: 다수공급자계약(MAS), 벤처나라 지정/입점, 혁신시제품 지정/장터입점

<추진 과정>
2월~3월

4월~12월

11월 ~ 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컨설팅 진행 (전문 수행사)

컨설팅 완료 후 사후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혁시시제품 / 혁신장터 시장의 성장을 고려한 해당 분야 컨설팅 추가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3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대형유통점 구매상담회
사업기간 : 2021. 9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지원내용
- 백화점, 홈쇼핑, 공공기관 등의 20명 내외 바이어 초청
- 사업설명회 및 1:1 맞춤형 구매상담회 개최

<추진 과정>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모집공고

참가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구매상담회

사후관리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8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국내 우수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규모 : 50개사 / 지원금액 기업당 200백만원 한도
지원내용
- 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장치비) 80% 한도 지원

<추진 과정>
1월~2월

2월

3월~12월

12월

모집공고
및 신청

지원기업
선정

전시회 참가 > 사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온라인 전시회 참가 비 지원 가능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6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홈쇼핑(방송)판매 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업체
지원규모 : 2개사
지원내용
- 홈쇼핑 입점 및 방송제작비 지원
- 기업 홍보부스 운영비용 지원 등

<추진 과정>
1월~3월

4월~5월

6월~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지원금
지급

입점계약 및 방송 판매

<'21년 달라지는 내용>
기존 30분 방송에서 50분으로 연장, 기 지원업체 신청제한기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7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제품 전자상거래 판매지원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소재 중소 제조기업
지원규모 : 12개사
지원내용
- T-커머스(홈쇼핑)을 통한 관내 제품 판매 / 2개사 지원
-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판매 / 10개사 지원

<추진 과정>
1월~3월

4월~5월

6월~12월

모집공고
및 선정

모집 및
선정

방송 및 사후관리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 ☎042-380-3047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2022. 6월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고성장기업
* 고성장기업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15%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금액 기업당 15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20%)
지원내용
- 유망아이템 발굴 사업화 : 신사업 진출 아이템 발굴 및 기술 이전, 마케팅 전략 수립 등
- 고부가가치 혁신제품 창출 : 고객 니즈 분석, 기존 제품 성능 개선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추진 과정>
2월 ~ 4월

4월, 5월

6월 ~ ’22. 6월

’21. 12월

사업 공고 및 기업 선정평가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캠프운영,
격월보고 및
간담회

중간
현황 평가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042-380-3052

연간 주요 사업– 국내외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사업기간 : 2021. 1월 ~ 2021. 12월
지원대상 : ’19년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혁신형 기업 및 서비스 분야기업은 50억원~1,000억원) & ’20년
직간접 수출액 500만불(혁신형 기업 및 서비스 분야기업은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지원내용
- 지역자율지원 프로그램(특허 및 인증, R&D 전략 수립 등 9개 분야 內 1년간 30백만원 이내)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수출 브랜드 개발, 전시회 참가 등 12개 분야 內 4년간 200백만원 이내)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별도 신청

<추진 과정>
1월 ~ 4월

5월

11월

6월~12월

사업 공고 및 기업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현장조사

사업추진 및
성과 관리

<'21년 달라지는 내용>
지원자격 변경 : ‘서비스업’ 분야 기업은 신청자격이 매출액 50억원~1,000억원&직간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으로 완화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 시 3점, 산학연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3점, 수출지향형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3점,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3점 우대(신설)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042-380-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