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0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00호
2018년 수출지원활용기반 선택형 지원사업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공고게시일

‘18.5.00)

2018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 전시회에 중소기업의 한국관 참가를 지원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을
통합하여 참여기업 선택폭을 확대
□ 금회 사업규모(2차)

: 39억원, 630개사

내외

* 참고: ‘18년도 총 사업규모 120억원, 2,000개사 내외

□

‘18년

사업공고(2차)

: ’18.5.28(월)~6.8(금),

필요시 추가공고(미정)

* 추가공고 실시여부 및 시기가 미정(시행시 8~9월 예정)

□ 전시회 기간

: 2018년 ~ 2019.2월

* 다만, 자세한 전시회 일정 등은 붙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등을 숙지
하시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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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해외전시회 한국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
용 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 등

□ 지원내용
ㅇ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바우처) 참가권 최대 3회 제공
ㅇ 해외전시회에 참가 직접경비 지원(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전시품 운
반비 등 지원, 기타 세부사항에 궁금한 경우 문의처로 연락)
ㅇ 상세 지원내역은 각 운영기관별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ㅇ 지원대상 전시회 : 기업의 참여수요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이 높고
상호간 중복되지 않는 전시회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
벤처기업부 해외전시회 총 80회
-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29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51회

3.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참여희망 기업이 각 운영기관 접수처 중 택일하여 신청
ㅇ (접수처) ❶ 산업부(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❷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 (신청기간) ‘18. 5.28(月) ~ 6.8(金) (마감이후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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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및 방법

① 참여기업

1차

선정 : 전시회 참가 희망기업이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
신청시 참여희망 전시회를 3개까지 지정(신청서에 기재) 후 전시회별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1차 선정

* 1차 선정자 발표: ‘18.6.29(금) /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과 중소기업 해외 전시
포털(www.sme-expo.go.kr)에 함께 공지

②

** 전시회별로 후보기업을 운영하되, 후보기업은 개별통보

참여기업 최종 선정
일부(100만원)을
1차

: 1차

7.13까지

선정된 기업은 선정건수마다 직접경비의
납부하면 최종 선정(3건 선정시 300만원, 납부처는

기업선정시 함께 공시)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이 1차 선정 후 미납 등으로 취소되거나 최종 선정된 후 취소
하면 ‘18년도에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사업(추가공고 등)참여시 감점되므로 공
고문 등을 숙지하여 신중하게 희망전시회 등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납부한 직접경비는 환불조치)
- 해외전시회 연기ㆍ취소 등 주최 측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시 감점조치 미적용

③ 평가: 공통 및 기관별 선정기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 (공통) 수출실적ㆍ기업경쟁력ㆍ수혜실적ㆍ일자리 창출ㆍ감점(70점)
- (기관별) 부처간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 선정기준으로 평가(30점)
* 산업부: 정책우대, 전시적합성(코트라, 공동수행기관 평가) / 중기부: 정책우대, 전시적합성(주관단체 평가)

5.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 및 1차 선정

선금납부ㆍ최종선정

각 운영기관
홈페이지
신청

전시회별로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1차 선정 기업이
직접경비의
일부(100만원)를
납부하면 최종선정

’18.5.28 ～
6.8

➡

➡

‘18.6.29

’18.7.13

* 세부일정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약을 체결하면 바우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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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참가조건
합의
18.7.13~
8.10

바우처 사용

➡

협약체결
즉시
’18.7월 ～
사업종료 시

6. 기타
□ (유의사항)
◦ 참여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 신청 내용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
정 취소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문 의 처
□ 신청기업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중앙회(KBIZ)

담당자 : 해외전시팀
전 화 : 붙임 KOTRA 지원 해외전시회별
연락처(02-3460-내선번호) 참조
이메일 : bigdata@kotra.or.kr

문의처 : 무역촉진부
전 화 : 02-2124-3291～5
이메일 : intlteam@kbiz.or.kr

(붙 임)
1.
2.
3.
4.
5.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심사기준표 (공통, 기관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신청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정보활용동의서(별도 첨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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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 지원전시회(29회)
No

전시회명

개최시작

개최종료

공동주관기관

연락처

1

미국 덴버 하계 아웃도어 전시회

2018-07-23

2018-07-25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7294

2

독일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 기자재 전시회

2018-09-04

2018-09-07

한국무역협회

7298

3

중국 선전 광전자 전시회

2018-09-05

2018-09-08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3244

4

독일 프랑크푸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2018-09-11

2018-09-15

아인글로벌

7294

5

홍콩 9월 주얼리 & 젬페어

2018-09-14

2018-09-18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7294

6

독일 베를린 철도차량 수송기계전시회

2018-09-18

2018-09-21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

7298

7

태국 방콕 비욘드뷰티 전시회

2018-09-20

2018-09-23

한국뷰티무역산업협회

7294

8

독일 쾰른 영상 및 광학기기 전시회

2018-09-24

2018-09-27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3244

9

러시아 모스크바 치과 포럼 및 전시회

2018-09-26

2018-09-29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7299

10

프랑스 파리 광학 전시회

2018-09-28

2018-10-01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3244

11

일본 오사카 기계 요소 기술 전시회

2018-10-03

2018-10-05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299

12

중국 상하이 추계 인터텍스타일 섬유 전시회

2018-10-11

2018-10-13

한국패션소재협회

3263

13

홍콩 추계 전자 전시회

2018-10-13

2018-10-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298

14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

2018-10-15

2018-10-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274

15

중국 선전 추계 선물용품 전시회

2018-10-20

2018-10-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294

16

일본 도쿄 안경 전시회

2018-10-22

2018-10-24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3244

17

중국 항저우 전자상거래 전시회

2018-10-26

2018-10-29

ES인터내셔널

7274

18

멕시코 멕시코시티 미용 전시회

2018-10-28

2018-10-30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3330

19

미국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2018-10-30

2018-11-01

아인글로벌

7294

20

태국 방콕 화장품 원료 전시회

2018-10-30

2018-11-01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7294

21

태국 방콕 기계 전시회

2018-11-21

2018-11-2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299

22

미국 시카고 방사선 의료기기 전시회

2018-11-25

2018-11-30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7623

23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

2018-11-26

2018-11-29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7294

24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 및 서비스 전시회

2018-11-28

2018-12-01

킨텍스㈜

7294

25

베트남 호치민 기계 산업전

2018-12-12

2018-12-24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299

26

인도 델리 건축 전시회

2018-12-13

2018-12-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294

27

영국 런던 교육장비 전시회

2019-01월

2019-01월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3275

28

중국 베이징 스포츠용품 전시회

2019-01월

2019-01월

한국아웃도어스포츠산업협회

7294

29

일본 도쿄 나노기술 종합전 및 기술회의

2019-01월

2019-01월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3275

* 전시회별 바우처 문의는 연락처(내선번호)를 참고하셔서 “02-3460-내선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 파견대상국 및 전시회 상황에 따라 대상전시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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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지원전시회(51회)
No

전시회명

개최시작

개최종료

주관단체

전화

1

2018 중국 상하이 피혁전시회

2018-08-29

2018-08-31

피혁(조)

02-2252-7602

2

2018 중국 광저우 화장품미용박람회(추계)

2018-09-03

2018-09-05

화장품(협)

02-785-3898

3

2018 홍콩 시계전시회

2018-09-04

2018-09-08

시계(조)

02-422-6693

4

2018 독일 뮌헨 패브릭스타트 섬유전시회(추계)

2018-09-04

2018-09-06

섬유수출입(조)

02-528-5151
02-861-8087

5

2018 브라질 상파울루 뷰티박람회

2018-09-09

2018-09-12

국제뷰티
산업교역(협)

6

2018 중국 상하이 국제가구전시회

2018-09-11

2018-09-14

가구(연)

02-2215-8838

7

2018 미국 뉴욕 에디트쇼(추계)

2018-09-16

2018-09-18

패션(협)

02-460-8360

8

2018 일본 도쿄 IFF매직재팬피혁완제품전시회

2018-09-26

2018-09-28

피혁(조)

02-2252-7602

9

2018 프랑스 파리 프레미에르비죵 섬유전시회(추계)

2018-09-18

2018-09-20

섬유수출입(조)

02-528-5151
070-7094-5456

10

2018 중국 상하이 국제공업박람회

2018-09-19

2018-09-23

부천산업
진흥재단

11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건설 및 건설기계산업전

2018-09-19

2018-09-21

건설기계(협)

070-8661-0813

12

201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뷰티엑스포

2018-10-05

2018-10-08

화장품(조)

02-761-0220

13

2018 태국 방콕 월드디닥아시아교육장비전

2018-10-10

2018-10-12

과학기기(조)

02-725-4492(111)

14

2018 독일 프리드리히샤펀 플라스틱전시회

2018-10-16

2018-10-20

금형(조)

02-783-1711

15

2018 중국 상하이 완구박람회

2018-10-16

2018-10-18

완구(조)

02-795-9505

16

2018 홍콩 코리아소싱페어 - 모바일일렉트로닉스

2018-10-18

2018-10-21

전자(조)

02-597-9414

17

2018 홍콩 메가쇼 Part1

2018-10-20

2018-10-23

의류(연),
전북경제(진)

02-2297-9600

18

2018 미국 휴스턴 국제안전전시회

2018-10-22

2018-10-24

안전보호구(협)

02-786-8981

19

2018 UAE 두바이 물,에너지,환경기술박람회

2018-10-23

2018-10-25

기계(진)

02-369-7841

20

2018 독일 쾰른 국제사무가구 및 기자재전시회

2018-10-23

2018-10-27

가구(연)

02-2215-8838

21

2018 중국 광동성 정보통신박람회

2018-10-24

2018-10-27

무역(협)

02-6000-5275

22

2018 미국 라스베가스 산업용파스너전

2018-10-30

2018-11-01

파스너(조)

02-782-1923

23

2018 중국 하얼빈 아시아태평양 미용미발박람회

2018-10-31

2018-11-02

미용(협)

02-765-7068

24

2018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 10월)

2018-10-31

2018-11-04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031-259-6128

25

2018 터키 이스탄불 포장전시회

2018-10-31

2018-11-03

포장(협)

02-2026-8655

26

2018 중국 상하이 동력전달전

2018-11-06

2018-11-09

기계(진)

02-369-7841

27

2018 필리핀 마닐라 냉동공조전

2018-11-06

2018-11-09

냉동공조(협)

02-2193-4324
02-3156-7741

28

2018 베트남 호치민 물산업전시회

2018-11-07

2018-11-09

펌프(조),
상하수도(협)

29

2018 독일 뮌헨 퍼포먼스데이(추계)

2018-11-28

2018-11-29

섬유(연)

02-528-4020

30

2018 미국 덴버 아웃도어용품박람회(동계)

2018-11-08

2018-11-11

02-3454-1611

31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전

2018-11-14

2018-11-17

아웃도어
스포츠(협)
중소기업
기술혁신(협)

32

2018 중국 동관 금형 및 금속가공전시회

2018-11-27

2018-11-30

공구(조)

02-711-0989
032-234-3131(401)

031-628-9616

33

2018 독일 뉴렌버그 전기자동화시스템 및 부품전시회

2018-11-27

2018-11-29

계측기기
연구조합

34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

2018-12-05

2018-12-08

기계(진)

02-369-7841

35

2018 인도 뉴델리국제보안기기전

2018-12-05

2018-12-07

전자(조)

02-597-9414

36

2019 홍콩 완구 및 게임용품 박람회

2019-01-07

2019-01-10

완구(조)

02-795-9505

37

2018 홍콩 국제문구전시회

2019-01-07

2019-01-10

문구(조)

02-2278-7891

38

2019 미국 아틀란타 냉동공조박람회

2019-01-14

2019-01-16

냉동공조(협)

02-2193-4324

39

2019 일본 도쿄 오토모티브월드

2019-01-16

2019-01-18

기계(진)

02-369-7841

40

2019 프랑스 파리 캐주얼패션전시회(춘계)

2019-01-18

2019-01-21

의류(협)

02-5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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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비고

No

전시회명

개최시작

개최종료

41

2019 프랑스 파리 인테리어디자인 및 데코전시회(춘계)

2019-01-18

2019-01-22

중소기업
기술혁신(협)

031-628-9616

42

2019 UAE 두바이 국제보안장비전

2019-01-21

2019-01-23

전자(조)

02-597-9414

43

2019 미국 라스베가스 웨스트코스트아트프레임엑스포

2019-01-21

2019-01-23

프레임(조)

02-775-9300

44

2019 미국 뉴욕 텍스월드(춘계)

2019-01(미정)

2019-01(미정)

섬유(연)

02-528-4020

45

2019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문구및사무용품박람회

2019-01-26

2019-01-29

문구(조)

02-2278-7891
02-3454-1611

46

2019 독일 뮌헨 동계 국제스포츠용품전시회

2019-01-28

2019-01-31

아웃도어
스포츠(협)

47

2019 독일 뮌헨 패브릭스타트전시회(춘계)

2019-01-29

2019-01-31

섬유수출입(조)

02-528-5151

48

2019 독일 뉴렌버그 완구박람회

2019-01-30

2019-02-03

완구(조)

02-795-9505

49

2019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섬유기계전시회

2019-01-09

2019-01-09

섬유기계(협)

053-817-5954

50

2019 일본 도쿄 국제선물용품전(제87회)

2019-02-12

2019-02-15

트레이드월드

02-511-9023

51

2019 프랑스 파리 프레미에르비죵전시회(춘계)

2019-02-12

2019-02-14

섬유수출입(조)

02-528-5151

* 파견대상국 및 전시회 상황에 따라 대상전시회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7 -

2.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심사기준표 (공통, 기관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심사기준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공통)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20)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

최근 3년 평균

(20)

수출액

20

(19)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17)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15)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비 고

서비스 기업
무체물 수출
실적 인정

(건당 5점)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관련 수상 실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기업
경쟁력
산
업
부

(20)

기업 기술력
및 제품품질

20

해외규격인증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우수기술 인증(NT, KT, EM, 싱글PPM, GQ 등)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중
기
부
공
통
선
정
표

(10) 없음
수혜실적
(10)

최근 3년간
해외전시회

10

참가실적

( 8) 1회

정부지원사업

( 6) 2회

및 개별참가

( 4) 3회

포함 실적

( 2) 4회 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고용영향 평가 결과 반영(중기부 평가)
고용영향평가

20

(20)

* 일자리 창출관련 우수 인증기업 (유효기간 내 인정) :
20만점

취소 1건당 –5점 감점부여(3건일 경우 최대 –15점)
단체바우처

감점

취소기업

-

(* 2018년 추가 바우처 사업에 한함)
단, 19년부터는 당해연도와 다음년도(2년간)까지 감점을
적용할 예정

합

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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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심사기준표(기관별)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내용

정책우대
(10)

정부 정책
중요도

10

❶ 신규수출기업화사업 또는 내수기업
(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전무(10점)
❷ 전문무역상사(10점)
❸ 5대 소비재(10점)
❹ 9대 서비스재(10점)
❺ 수출성과 입증(5점)
❻ 사회적 경제기업(3점)
❼ 유턴기업(3점)
❽ 조선밀집지역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기업(3점)
❾ 스마트공장구축(3점)
● 4차 혁명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 수상(3점)
● 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3점)
● 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3점)
● 해외수출인큐베이터(BI) 입주기업(3점)
● 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 이수
기업 등(3점)
● 뿌리전문기업(2점)
● 원산지확인서 제3자 기업(2점)
● 관세청 YES-FTA 컨설팅 이수기업(2점)
● 지방수출지원센터 추천(2점)
● 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1점)

5

전시

현지평가
(코트라 평가)

(5) 매우 적합 / (4) 적합 / (3) 보통 /
(2) 미흡 / (1) 매우 미흡

기업경쟁력
평가(15점)
(공동수행기관이
참여기업을 평가)

15

(15) 매우 적합 / (13) 적합 / (11) 보통 /
(9) 미흡 / (7) 매우 미흡

산
업
부

적합성
(20)

합
전시
적합성
(15)

계
기업경쟁력 평가
(주관단체가
참여기업을 평가)

15

기
정책우대
(15)

합

정책우대
최대 10점

30

중
부

비 고

정부 정책
및 사업 참여

15

계

30

(15) 매우 적합 / (13) 적합 / (11) 보통 /
(9) 미흡 / (7) 매우 미흡

❶
❷
❸
❹
❺
❻
❼

(각 항목당 5점)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유효기간내 인정)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참여(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최근 3년 이내)
R&D 매출성과 우수 기업 지정기업
R&D 연구개발집약기업 (R&D 3%이상 투자)
지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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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대
최대 15점

3.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바우처 기업 신청서 (온라인)
기 업 명
대 표 자
업
태
설립일자
소재지(본사)
주요수출국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기업 기본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제조, 유통, 서비스, 기타)
주요 품목
홈페이지
(필수 작성)
종업원 수(명)
담당자 정보
(국문)

(영문)
직
위
팩스번호
이 메 일
참가기업 품목
제품명(영문)
제품설명(요약)
참여희망 전시회

제품명(한글)
Hs Code

주관단체 신청부스수

신청전시회
최근참여연도
기참여횟수

구분

전시회명

개최기간

1순위

(선택)

(자동완성)

2순위

(선택)

(자동완성) (자동완성) (개수선택) (횟수선택) (년도선택)

3순위

(선택)

(자동완성) (자동완성) (개수선택) (횟수선택) (년도선택)

(자동완성) (개수선택) (횟수선택) (년도선택)

연도

전년매출액(원)

재 무 정 보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원)

2017

(금액기재)

(금액기재)

항목이 없는 경우 “0” 기재

전년수출액(U$)

*(참고) 연구개발비 총액 산출은 다음의 4가지 재무제표 상 계정별 금액의 합계
- 재무상태표 : 개발비 총증가액(전년 대비)
- 손익계산서 :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금액
- 제조원가명세서 :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금액
- 기타원가명세서 :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금액

수 출 실 적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0” 기재

2015년 수출실적(U$)
최근 3년간 2016년 수출실적(U$)
평균 수출액
2017년 수출실적(U$)
(입력단위 확인)
합계(U$)
평균(U$)
기업경쟁력(기술력, 제품 품질 등)
*상세 명칭기재, 없으면 공란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품질인증

국 내

총계 (

*상세 명칭기재

해 외

)개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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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해외 (

) 개

참가 실적(최근 3년간)
2015년
회 국가관
회
개별참가
회
2016년
회 국가관
회
개별참가
회
해외전시회
2017년
회 국가관
회
개별참가
회
참가실적
(정부지원 포함) 총계(단체‧개별) (
)회 국가관참가 합계 (
)회 개별참가 합계 (
)회
※ 산업부(Kotra),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지원 전시회 참가실적은 각 운영기관에서 별도 확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보유여부(유효기간內) *인증명칭 기재 (발급기관명, 유효기간)
Y
N
일자리 양
고용보험 가입자 변동 2016.12월말 (
)명 →
2017.12월말 (
)명
미래성과공유 협약체결 기업(중진공)
Y
N
내일채움공제 가입(중진공)
Y
N
성과공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진공)
Y
N
우리사주(조합)제도 운영(한국증권금융)
Y
N
스톡옵션 운영(중진공)
Y
N
정규직 전환 지원금 수령기업(고용부)
Y
N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수령기업(고용부)
Y
N
일자리 질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Y
N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부)
Y
N
근로환경
노사문화우수기업(고용부)
Y
N
인재육성형중소기업(중기부)
Y
N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고용부)
Y
N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Y
N
임금체불 기업(고용부)
Y
N
법령준수
중대재해발생 기업(고용부)
Y
N
정책우대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또는 내수기업(수출실적 증빙)
Y
N
전문무역상사
Y
N
지방수출지원센터 추천
Y
N
FTA 컨설팅 이수기업
Y
N
산업부
고용창출 우수기업
Y
N
환율변동보험 가입기업
Y
N
창조혁신센터 입주기업
Y
N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Y
N
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 이수 기업
Y
N
중기부 지정 수출유망중소기업(유효기간내 인정)
Y
N
글로벌 강소기업(유효기간내 인정)
Y
N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참여(최근 3년 이내)
Y
N
중기부
정부(지자체)의 수출기업상 수상(최근 3년 이내)
Y
N
R&D 매출성과 우수 기업 지정
Y
N
*재무정보 자동계산
R&D 연구개발집약도(R&D 3% 이상)
동사는 상기 기재된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시회 불참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차후 해외전시회 지원 대상
제외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직인)
* 구비서류 : 1.사업자등록증 2.정보활용동의서(첨부5) 3.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회계사) 직인이 된 2017년 확정
재무제표) 4.수출실적증명서(최근 3년, 무역통계진흥원 또는 무역협회 발급본, 서비스업 무체물 수출증빙) 5.국내외
지적재산권 또는 품질인증 사본(유효기간 내) 6.해외전시회 참가확인 서류(최근 3년, 임차료 인보이스, 계약서 등 /
*Kotra 및 중기중앙회 지원사업은 자동조회) 7.고용영향평가 관련 자료(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사본, 최근 2년(’16년
12월, ’17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8.정부사업 참여 실적확인(최근 3년, 산업부, 중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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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관련 제도개요 및 문의처 ]
평가항목

내용 및 문의처

미래성과공유 협약

▪ (개요) 중소기업이 근로자와 성과급 등을 통해 경영이익을 근로자와 공유
하겠다고 사전 협약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내일채움공제

▪ (개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7900, https://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 (개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16백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공제제도
▪ (문의처)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우리사주제도

▪ (개요)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 또는 지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
▪ (문의처)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지원센터, https://esop.ksfc.co.kr

스톡옵션

▪ (개요) 특정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정규직 전환
전환 지원금
수령 기업)

(정규직

▪ (개요)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
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 (문의처) 고용부 관할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 (개요)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사업주에 인건비 및 임금감소보전액 지원
수령 기업)
▪ (문의처) 고용부 고용복지+ 센터 (1350), http://www.work.go.kr/jobcenter
가족친화인증

▪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6309-9048), http://www.ffsb.kr

청년친화강소기업

▪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노사문화우수기업

▪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02-6021-1055), https://www.nosa.or.kr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개요)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
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16), http://www.hrdkorea.or.kr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으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은 기업
▪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052-7030-593),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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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자동완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국문/영문), 소속, 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의 참가,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평
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① 본인확인 및 식별 절차에 이용 : 성명, 핸드폰번호, 소속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소속, 직위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이
내이며, 삭제 요청 시 당사자는 개인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
합니다.

※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관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사업 신청 시 필요 동의서 별도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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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활용동의서 (*별도 첨부양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목적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지원이력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수집 조회 및 활용 정보
①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
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25
조에 근거한 “고용장려금 지원실적”,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여부”,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여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인재육
성형 중소기업 인증 여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4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 여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성과
공유 협약 체결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여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
움공제 가입 여부, 우리사주조합 운영 여부, 스톡옵션 운영 여부 등
3. 수집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
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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