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발전3사간

상생협력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월 2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 충남 화력발전 전후방 기업 및 지역 유망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매출 신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남소재 발전3사(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전후방기업
및 지역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역향토기업(당진,태안,보령,서천) 중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도내 발전3사 전후방기업 : 붙임「발전3사 전후방기업 KSIC코드」참고
※ 붙임의 KSIC 코드 대상산업군을 참고하되 유관기업이라 판단시 신청가능함.
- 지역향토기업 : 회사 소재지가 당진, 태안, 보령, 서천인 기업
※ 지역 향토기업의 경우, 선정평가시 가산점 부여

 사업수행기간 : 사업 선정시 ~ 2019년 8월 31일
 지원내용 : 고용지원, 사업화 지원
지원분야

고용
지원
(일자리
확대)

사업화
지원
(기업
지원)

주요 사업 내용
▫ 에너지 R&D 인력채용 지원
- 우수 인력 지역정착 채용장려금 지원
▫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
-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원) 학비 지원
▫ 에너지 R&D 역량강화 프로그램
- 에너지 기업 수요 분석, R&D 전문 교육
▫ 일과 생활 균형을 통한 고용의 질 향상
- 워라벨 실천 기업 지원 프로그램
- 근로복지 환경 개선 프로그램
▫ 시제품 및 홍보디자인 비용 지원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 신기술 시제품/신제품 디자인 지원
- CI, BI 등 디자인 개발지원
▫ 공인기관 시험 비용지원 통한 기업 신뢰성 확보 지원체제 구축
- 상위 모업체 제출을 위한 신뢰성 시험인증지원, PMS 인증지원
▫ 기업애로기술해소 및 경영시스템 개선 컨설팅
- 생산공정개선 컨설팅 통한 제품고급화 컨설팅
- 기술표준화, 신규거래선 발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 판로개척 위한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여 마케팅 지원

※ 지원분야별로 1개 기업이 중복신청 가능(단, 개별 지원사업별로 각각 계획서 작성하여 제출)
- 단, 고용지원 분야 25,000천원, 기업지원 분야 25,000천원 한도.

Ⅱ. 지원 세부 내용
 고용지원 부문(최대 25,000천원 지원 가능)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인력
고용촉진 지원 프로그램
최대 20,000천원

 에너지

사업목적

R&D

지원기업

사업기간

15 개사

~ 19.8.31 까지

R&D 전문인력 활용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 R&D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학사 10,000천원, 석사 15,000천원, 박사 20,000천원
- 단, 지원금은 해당 인력의 연봉 50% 이내 지원

 재직자 업무 연계형 1기업당 최대 지원금
학업 지원

사업목적

지원내용

최대 5,000천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20 개사

~ 19.8.31 까지

학업 지원을 통해 업무 역량 강화
▸충남 지역 도내 대학 신규 입학자 및 재학자에 대한 등록금 지원
- 1인당 최대 5,000천원, 1개업 당 최대 2명 지원 가능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사업기간

최대 1,500천원

25 개사

~ 19.8.31 까지

주력상품의 생산 공정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제품의 고부가
가치화 및 경영/기술애로기술 해소 통한 기업역량을 확보하여 기업성장 견인
▸공정, 생산기술, 평가기술 및 장비기술과 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실시(수혜기업 맞춤형 지원)

 워라벨(Work & Life
Balance) 실천기업 지원
프로그램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역 화력발전 전후방 기업 및 지역 유망기업 재직자의 대학 입학 및

 에너지 산업 수요 반영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사업목적

지원기업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사업기간

최대 14,000천원

30 개사

~ 19.8.31 까지

정부의 일과 생활 균형 정책에 따라 에너지 기업의 워라벨 실천을
도모해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선도
▸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지원(20기업)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사례별 심의를 통한 지원규모 조정
▸ 기숙사 임차료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10기업)
-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단, 지원 세부 과제별 예산은 증/감액 가능

 기업지원 부문(최대 25,000천원 지원 가능)
 시제품 및 홍보 디자인
비용 지원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최대 20,000천원

15기업

사업기간
~ 19.8.31 까지
자부담금 비율
10%

사업목적

신규개발 시제품 지원 및 CI, BI 등 디자인개발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시제품 성과물의 사업화 가속, 판로확대

지원내용

▸ 신제품 시제품 제작 지원, 유망 신기술/신제품 디자인 지원(CI,BI 포함)
기업홍보물 및 홍보콘텐츠 디자인 지원
(카다로그, 리플렛, SNS, YOUTUBE 홍보동영상 제작 등)

 인증 시험, 기술/경영
인증획득 지원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최대 7,000천원

10기업

사업기간
~ 19.8.31 까지
자부담금 비율
10%

사업목적

국내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제조상품의 신뢰성 향상, 안전성 및
성능인증, 표준화 지원으로 제품경쟁력 확보

지원내용

▸제품시험인증(시험성적서), IIATF16949, 이노비즈, 벤처, 제품(NEP),
녹색인증, PMS 등 기업 수요에 따라 추진(국내 인증만 가능)
(단, 시험/인증 결과가 사업 수행 기간 내에 나올 경우에만 지원 가능)

 기업 애로기술해소, 경영
시스템 개선 컨설팅 지원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최대 5,000천원

10기업

사업기간
~ 19.8.31 까지
자부담금 비율
10%

사업목적

주력상품의 생산 공정개선, 품질․기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창출, 경영/기술애로기술 해소 통한 기업성장 견인

지원내용

▸기술 및 생산공정 개선(제품고급화), 경영환경 개선 컨설팅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기업당 최대 지원금

지원기업

최대 10,000천원

5기업

사업기간
~ 19.8.31 까지
자부담금 비율
10%

사업목적

전시마케팅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수출판매 확대 및 신제품
신기술 홍보, 신규 시장 개척, 기업 브랜드 및 이미지제고로 지원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에 기여.

지원내용

▸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통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지원

Ⅲ. 사업 신청 및 선정방법
 사업 신청
m 수혜기업 지원 신청 : 지원프로그램별 개별 양식 작성 후 제출
-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중복 선택하여 패키지 형태로 신청가능
· 총사업비 50,000천원까지 지원가능(단, 고용지원 분야 25,000천원, 기업지원 분야
25,000천원 한도로 신청가능하며 세부 사업도 최대 지원금 한도 이상 신청불가)
- 신청금액은 선정평가시 평가의견에 따라 증감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신청 희망 분야별로 계획서 각각 작성하여 제출(신청서는 통합하여 1부 작성)
- 기업지원의 경우, 개별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시 공급기업 관련 자료(사업자 등록증,
회사소개서), 사업신청 내용 관련한 견적서 필수 제출 요망
m 공급기업(협력기업)의 결정
: 사업신청서 제출시 수혜기업이 사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공급기업 1개사 당 최대 3개 기업의 과제 수행 가능(기업지원 분야의  시제품 및 홍보
디자인 비용 지원,  기업 애로기술해소, 경영 시스템 개선 컨설팅 지원, 만 해당)
·공급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충남인 기업만 지원이 가능함(시험인증 분야는 제외)
·타지역의 공급기업과 협업하여야 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공급기업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수혜기업 선정
m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추진
1) 충남도 및 발전3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1차 서류 평가
· 지원대상, 지원기업 적합성 및 지원 범위, 기대효과 등을 검토.
2)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2차) 발표평가를 통한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심사 기준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사업비 조정 및 최종 지원 여부 및 사업비 확정
· 심사 기준 :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 계획의 현실성, 적절성, 지원성과 및
기대 효과, 공급기관의 역량 등

Ⅳ. 접수방법 및 문의처, 유의사항
 공고기간 및 신청방법
m 접수기간
- 2018. 1. 2(수) ~ 2019. 1. 24(목) 18:00까지
m 제출서류 : 지원사업 일체서류 7부(원본 1부, 사본 6부)
①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세부 프로그램별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② 수혜기업 회사 소개서(자율양식)
③ 정보 활용동의서
④ 지원기업 법인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최근 2년 이내 결산 재무제표(18년도 분은 매출예상치 신청서 기재)
-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⑥ 공급기업(협력기업) 사업자 등록증 및 회사소개서
⑦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수혜기업, 공급기업)
※ 「 인증 시험, 기술/경영 인증획득 지원」 관련 공급기업은 해당없음

⑧ 공급기업(협력기업) 사업참여 확인서
⑨ 신청기업 확약서
⑩ 제출서류 스캔파일(모든 서류 일체 PDF파일로 변환 후 이메일 및 우편제출 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닌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必
※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시 접수 불가
m 신청방법 : www.ctp.or.kr 공지사항 내 신청요령 및 신청양식 참조

 접수 및 문의처
m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이메일, 우편 병행 제출 必)
- 봉투 겉면에“2018년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지원사업”반드시 표기
- 접수 마감시간(18:00)이후 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도착분까지 인정함(이메일 제출서류도 동일)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m 제출처
: (3103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층 1103호 지역산업육성실 기업육성·사업화팀 김재윤 대리
(☎041-589-0621 / FAX : 041-589-0655 / E-mail : jykim@ctp.or.kr)

m 문의처
- 고용지원 분야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강은정 차장(041-589-0663)
- 기업지원 분야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김재윤 대리(041-589-0621)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m 신청서 작성시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ITEM)위주로 신청내용 작성하여야 함.
(신청내용과 관계없는 단순 회사소개 내용 최대한 배제)
m 1기업 당 최대 지원금액은 50,000천원이나 고용지원 분야 25,000천원, 기업지원
분야 25,000천원 한도이며, 세부프로그램별로 설정된 최대 지원 금액 이상을
신청할 수 없음.
m 최근 3년 이내 당 사업관련 동일 분야 및 동일 아이템에 대해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적발시 사업 수행 중에도 지원 사업 제외 조치함)
m 정부지원사업비 부당 유용, 환수 등의 이력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적발시에는 사업
선정 후 지원 중에도 지원 제외 조치함
m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연락 두절, 지원 신청
취소, 지원성과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충남
테크노파크 유사 지원사업 선정평가시에 반영함.
m 지원 선정된 수혜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각 지원기업의 사업추진 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에 의한 결과평가를 거쳐 성공판정 기업에 한해 사업비 지급함.

Ⅴ. 지원대상 산업군
KSIC

산업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2

변압기 제조업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1220

무선통신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연계

에너지연관 장비제조

발전

금속

자동차

디스플레이

ICT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