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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종합 핸드북을 내면서…
경제외교 활용포털 | president.globalwindow.org

2020년, 대한민국 수출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나오는 와 중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한국을 겨냥한 글로벌 수입규제도 늘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대한민국
수출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KOTR A는 코로나19에 따라 위축된 글로벌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화상상담회와 긴급 지사화
등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KOTRA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여러 유관기관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떠한
수출지원제도가 있는지, 또 상황에 따라 어떠한
지원제도가 더 필요한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진출 종합 핸드북은 유관기관의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챕터별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뿐 아니라 인증, 비관세
장벽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국내 유관기관들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128개를 10개의 챕터에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각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하시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 본 핸드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소책자에 수록된 내용들은 경제외교
활용포털에서 무료 로 다 운로 드 받으실 수
있으며,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정부부처 및
국내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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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로 보는 해외진출 지원 가이드
해외 시장 트렌드와 동향 등 무역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보고 싶어요.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KOTRA의 해외시장 뉴스(news.kotra.or.kr)에서는 경제,
무역, 투자진출 뉴스와 글로벌 비즈 트렌드, 국별 참고자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트레이드 네
비에서도 시장 및 규제 동향, 무역통계 등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해외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글로
벌 조달 전문기업(P1000)육성>사업을 이용해보세요. 마케팅
역량 및 재정 안전성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게 벤더등록 지원,
입찰정보 제공, 수주활동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지원사업 1-4 무역 · 투자 종합정보

지원사업 5-8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P1000)육성

스타트업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이 궁금합니다.

수출중소기업입니다.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은 어디서
받나요?

혁신기술, 서비스, 소비재 분야의 스타트업이라면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전문위원 컨
설팅, 해외 전시 및 컨퍼런스 참가, 오픈 이노베이션, 피칭 교
육, 해외 투자자 화상상담 기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 자료가 있다면 무
역금융, 수출환어음 담보대출(매입), 수입신용장 발행, 한국
수출입은행 수출 관련 자금 대출 등 다양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2-3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지원사업 7-4 수출 중소·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ICT 기업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물류비 절감을 위해 해외 현지에 물류센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ICT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
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코리아(buyKOREA)사이트
를 통해 제품 및 기술을 홍보할 수 있으며, 해외 바이어 인콰
이어리 연결, 잠재 바이어와 1 : 1 로 만날 수 있는 화상상담 서
비스도 지원합니다.

KOTRA는 해외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 · 중견 기업을 위해 <해외 물류네트워크사업>을 지원합
니다. 1개사 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물류 현
지 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컨설팅 등
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3-21 ICT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해외진출 준비 중인 기업입니다.
해외에서 저희 브랜드 위조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제도는 해외에 진출한 K-브랜드 피
해를 예방하고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해외 상표 무단 선점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4-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지원사업 8-7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해외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취업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이용해보세요. 국
가별 비자정보, 취업 전략, 유망직종, 취업 성공사례 등 양질
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
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9-1 해외취업종합정보(World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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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5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경제사절단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에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2019년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15개국
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참가한 국내기업 332개사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현황
[자료 : KOTRA]
(6월) 폴란드, 스웨덴
(4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7월) 키르기스스탄

(4-5월) 요르단, 쿠웨이트
(3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5월) 콜롬비아, 에콰도르
(7월) 인도,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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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태국, 미얀마

연도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현황

8회 6개국

2017년

13회 12개국

2018년

15회 15개국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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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 활용사업(1)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경제외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세요.
• 경제외교 성과

- 정상회담 계기의 공동성명, 합의내용 및 경제행사 등
경제 · 산업성과를 DB로 구축

02

① 비즈니스 파트너십
신청대상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를 통한 수출계약 체결, 현지투자
진출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지원내용

• 해외순방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 경제외교 종합정보

- 정상순방 및 방한국의 국가정보, 출장가이드, 해외기
업정보, 상품 · 산업정보, 전시회정보, 진출기업정보 등
경제외교 관련 종합 정보 제공

1 : 1 상담회 개최를 통한 기업간 비즈니스 기회 제공, 정
부간 협력을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 해결

• 경제외교 활용사례

• 해외정상

방한 연계 비즈니스 파트너십 :

- 정상순방 시 동행한 경제사절단,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후속사업 참가를 계기로 수출계약, 투자진출 등 성
과를 거둔 사례 소개 및 공유
• 후속조치 사업

외국 경제사절단 방한시 1 : 1 상담회 개최, 무역 · 투자
교류의 기회 제공
신청방법

사업 일정이 확정되면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 신청 공고를
확인하고, 경제외교 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
org)에서 참가신청서 접수

유의사항

• 1 : 1 상담회, 네트워킹 세미나 등 행사비용은 지원

- 정상회담

공동성명 · 합의내용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후속조치 및 정상순방 시 사업에 참가하지 못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사업 및 결과 안내
이용방법

경제외교 활용사업에 기업인이 참가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단,
 항공 · 숙박 등 개별 제반비용은 참가기업이 자체 부담

• 경제외교 활용포털 사이트 접속

- URL : president.globalwindow.org
•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앱 다운로드

지원절차

-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경제외교’ 검색 후
다운로드

president.globalwindow.org
문의처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6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044-203-5688

문의처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시장성 조사
▶ 참가기업 안내

president.globalwindow.org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5
KOTRA 신남방 중동팀 02-3460-7667
KOTRA 신북방 동북아팀 02-346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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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업(2)

수출 지원기반 활용사업

지속적인 후속 사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인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경제외교 후속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
신청대상

• 해당

국가 및 지역과 직접적인 교역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기업

03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기업 및 지사화사업

지원내용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참가기업은 서비스 메뉴판에

있는 사업을 선택적으로 이용
참가신청 가능한 바우처 사업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소재 · 부품 · 장비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중견 글로벌 지원 사업
스타트업
내수기업

• 그밖에

해당지역 진출이 유망한 기업(해당국 글로벌 기

업 납품 유망업종 등)
• 경제사절단

· 비즈니스 파트너십(1 : 1 상담회) 참가기업의

무역 · 투자 · 프로젝트 유망 상담 건 상시 지원

수출초보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성장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 강소기업
지자체 바우처

• 후속사절단

파견, 후속상담회 개최, 맞춤형 핀포인트

사업 등 추진
• 경제외교

활용포털(president.globalwindow.

org) 운영 및 기업 활용 확산
지원절차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기업 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수출계약,

현지투자 등 성과창출을 위해 경제외교 활용

지원내용

19

모집공고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시장성 조사
▶ 참가기업 안내 ▶ 후속지원 ▶ 사절단 파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메뉴판

브랜드 개발 · 관리
홍보 · 광고
전시회 · 행사 · 해외영업지원
조사 · 일반 컨설팅
법무 · 세무 · 회계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서류대행 · 현지등록 · 환보험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 규격인증
특허 · 지재권 · 시험

• 지사화

사업 및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 지원사업은 별도

진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추후 별도 공지
• 신청방법

: www.exportvoucher.com

또는

www.수출바우처.com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등 상세 내용은 상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문의처

president.globalwindow.org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5
KOTRA 신남방 중동팀 02-3460-7666
KOTRA 신북방 동북아팀 02-3460-3232

기업별 적합사업 사업신청 ▶ 기업 선정 및 바우처 발급
▶ 메뉴판 내 지원사업 선택 ▶ 수출마케팅 지원
▶ 바우처 정산(수행기업에 사업비 결제)사업 진행

www.exportvoucher.com (www.수출바우처.com)
문의처

KOTRA 수출바우처팀 [온라인 문의] 02-3460-34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055-75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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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 종합정보

무역·투자 상담

KOTRA와 무역협회 등에서 생생한 해외시장 정보를
온라인과 뉴스레터로 제공합니다.

① KOTRA 해외시장 뉴스(news.kotra.or.kr)
제공정보

구분

세부내용

뉴스

경제 · 무역, 통상 · 규제, 투자진출, 현장 · 인터뷰, 기고 등

05

①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상담내용

세계 91개국 국가 · 지역정보, 북한정보, 진출전략,
국별 출장자료 등

비즈니스

무역사기사 례, 기업성공사 례, 무역관 현장 D B ,
해외인증정보 등

보고서

• (무역) 거래선 발굴, 결재 · 금융 · 수출보험 · 관세 · 인증 등
• (투자)

투자유망지역, 지역별 절차 · 법규 · 인력확보 방안 등

상품 · 산업 트렌드, 상품DB, 국별 주요산업
국가 ·
지역정보

전화, 온라인, 내방 등을 통해 해외 비즈니스 정보부터
애로 해결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2번(해외진출
•전화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및 인증상담) ▶ 해당지역 전문위원 연결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심층보고서, 수출동향 보고서

무역자료실 서비스 안내, 자료검색, 간행물 판매정보
생생현장

포토뉴스, 카드뉴스, 웹툰, 生生 글로벌 비즈 트렌드,
설명회 · 세미나 영상 정보, 90초 해외시장늬우스

해외투자

직접투자 절차, 국별 참고자료, 유망 프로젝트,
진출기업정보

② 이동 KOTRA
상담내용

수출전략 수립 지원, 타깃 시장 추천, 현지시장 정보 안내
및 무역실무 관련 상담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 ▶ ‘이동 KOTRA’ 사업신청
▶ 글로벌 역량진단 실시 ▶ 유선상담 진행 ▶ 방문상담

② 트레이드 내비 (TradeNAVI / www.tradenavi.or.kr)
제공정보

구분
뉴스

세부내용
시장동향, 규제동향, 관세동향, FTA 동향

③ TradeSOS 무역실무 · 무역애로 상담
상담내용

통관절차, 국제계약서, 클레임, 국제특허 · 상표, 인증, 수출
입실무, 세무 · 회계, 환율 · 외환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무역협회 홈페이지

FTA/관세 주요 58개국의 관세율, FTA관련 정보
무역규제

비관세조치 정보, 기술규제(TBT), 환경규제, 해외인증 등

해외마케팅 해외오퍼, 해외전시회, 해외시장보고서 등
해외
기업정보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외기업정보 제공

수출지원

무역지원사업 안내, 무역정보 안내지도, 무역실무
매뉴얼, 무역용어 · 서식 등

무역애로

무역협회, KOTRA, aT, FTA1380의 무역상담 정보

무역통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주요 59개국의 무역통계

•내방 : 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트레이드타워 1층)

news.kotra.or.kr / www.tradenavi.or.kr
문의처

KOTRA 시장정보팀 02-3460-7410
한국무역협회 무역빅데이터실 02-1566-5114

www.kotra.or.kr / www.tradesos.kita.net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고객안내센터)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1566-5114(트레이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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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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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조사

해외기업 신용조사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시장
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① 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
② 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 교신지원
(2개월)

항목별
시장조사

수요동향, 수입동향 · 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 · 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조사 신청 기업의 수출을 위한 완제품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

거래선
관심도 조사

국 내업체가 보유한 (연락 처 등 旣확 보된 )
해외업체의 관심 유무

07

수수료

KOTRA 홈페이지 ▶ ‘해외시장 조사사업’신청 ▶ 해외무
역관 조사 가능성 검토(약 9일) ▶ 조사 가능 시 견적서 송부
▶ 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서 송부(3~6주) ▶ 보고서 확인
및 A/S 신청
서비스 유형
사업파트너 연결 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해외 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무역보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지원내용

• 전세계 신용조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5만여

건의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 신용조사

보고서는 요약 보고서와 Full Report(요약

보고서+조사기관보고서 원본) 두 가지이며, 보고서를
통해 국외기업의 기본정보, 재무현황, 경영성과 등을
확인
신청방법

• 신청창구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

(www.cyber.ksure.or.kr) 온라인 신청
* 신청전 사이버영업점 가입필요

지원절차

해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 신용조사 및 평가(2~3주 소요)
▶ 조사 보고서 제공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료 납부

수수료

가격(VAT 포함)
보고서
종류

수수료(VAT 별도)
요약
보고서

30만원(2-3개사)
*先입금 후 사전 조사 착수

15만원/1항목
30만원(3-5개사)

Full
Report

5만원(1개사)

기업규모

일반조사

중소·
중견기업

33,000원

대기업

66,000원

중소·
중견기업

49,500원

대기업

99,000원

재무제표
미비 및
주요재무
정보포함

신용조사
불가자 또는
장기소요
(40일초과)

22,000원

면제

33,000원

면제

연간 6개사까지 무료 (초과 신청시,
건당 1만원의 별도 수수료 부과)

www.kotra.or.kr
문의처

해외 조사기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의 기본 정보,
재무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해외 수입업체 기업 존재여부, 대표 연락처 확인
연락처 확인 ※구매담당자 연락처 제공 불가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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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7/7346/7345

www.ksure.or.kr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02-39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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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을 그룹화하여 목표시장에 파견하고,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주선을 통해 수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내수 · 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수출 희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업체 품목에 대한 해외무역관의 시장성 평가와 파견
기관의 평가 기준에 따른 심사

참가비

09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해상

편도 운송비, 주최사 공식 해외마케팅 비용 지원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사후정산, 실비지원

• 신청품목에 대한 방문국별 시장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항목

및 심사기준 등 관련내용은 글로벌 전시 포털

• 수출상담 A/S 지원

내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내용 참조

• 신청기간 : 연중(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 신청창구 : 지자체(중소기업진흥공단),

유관기관 등

• 신청시기(단체)

: 전시회 개최 5~6개월 전
• 신청시기(개별)

: 연 1회 공고(1월)

사절단 파견 기관
진행절차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 해외전시회 참가에 소요되

는 부스 임차료, 장치비 경비의 최대 50% 국고지원 및
전시품 해상운송비 편도 1CBM 국고 지원

• 공통 경비(현지교통편 제공, 상담장 임차, 통역 등) 지원

• 방문국별 현지 바이어와 1 : 1 수출상담회 개최

신청방법

•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과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 항공임, 숙박비 등 체재 경비는 개별 부담
지원내용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공동 참가하거나
개별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창구

: 글로벌 전시 포털(www.gep.or.kr)
• 신청서류


KOTRA
홈페이지
연간계획 확인

사절단
파견기관에
참가 신청

해외무역관
시장성 조사

해외무역관
후속지원

현지
수출상담 진행

참가업체 선정
및 사절단 파견

- 참가신청서, 한국관 참가각서, 정보수집 동의서, 사업
자등록증, 통장사본, 수출실적증빙
- 제품 소개서 및 이미지 등
지원절차

•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 사업공고(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글로벌 전시포털)
▶ 시장성평가 및 참가기업 선정 ▶ 장치업체,여행사,운
송업체 선정 ▶ 참가비 잔금 납입 및 사전마케팅 지원
▶ 해외전시회 참가 ▶ 사후지원
•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사업

- 사업공고(글로벌 전시 포털) ▶ 기업평가 및 참가기업
선정 발표 ▶ 해외전시회 정산 심사 및 지원금 교부 · 수령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330/7331

문의처

KOTRA 해외전시팀 02-3460-7286/7256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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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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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용 내수기업 수출 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개별 기업의 해외 세일즈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

11
지원내용

27

전문무역상사의 축적된 해외 마케팅 노하우를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출

경험이 적은 내수기업 또는 수출초보기업 제품을

지정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을 대행
지원내용

서비스유형

• 품목별,

지역별로 제조기업-전문무역상사 1 : 1 수출상

서비스 안내

담회를 개최,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및 해외 시장 동향 정
보 제공

• 지원내역 : 상담주선 + 사후지원(2개월)
• 상담방법 : 상담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자체 진행
일반
서비스

• 수수료 : 50~70만원(3~4개사) + 부가세(10%)

활용방법


차량지원 불요 기업, 독자적으로
• 대상기업 : 통역,
상담 가능 기업

•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한 제조기업-전문무역상사

매칭
•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ctc.kita.net)를 통한 상시 거래

알선

* 호텔예약, 차량임차 등 필요시 기업이 진행(상세 자료 제공)

• 수출대행,

마케팅 대행 등은 개별기업 간 거래 차원에서

진행

+ 상담지원(통역 및 차량
• 지원내역 : 상담주선
지원) + 사후지원(2개월)

지정요건

프리미엄

KOTR A주선 상담에 한해
서비스 • 상담방법 : 2일간
상담지원(3~4개사)

• 지정 전문무역상사 지원내용


+ 부가세(10%)
• 수수료 : 100~140만원(3~4개사)

기관


차량 필요 기업, 지사화사업
• 대상기업 : 통역,
가입 관심 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장일 기준 최소 1.5개월 전 신청
• 신청창구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수수료

• 전문무역상사제도

-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충족하는 무역업체
-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며, 수출실적 대비 他 중소 · 중견기업 제품 수출
비중이 20% 이상 등 8가지 자격 요건

* 통역 : 일부 지역은 한국어 통역 불가(‘현지어-영어’등 지원)
* 차량 : 무역관 소재 지역내 (원거리 방문 상담시 별도 차량
임차료 발생 / 120km이상 사전 협의필요)

• 일반 서비스 : 50~70만원

한국
무역협회
한국무역
보험공사

우대, 단기수출보험료 할인
• 수출신용보증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 바이어


KOTRA

참가시 가점 부여
• 해외전시회/지사화사업

바잉오퍼 · 해외 조달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 해외바이어


• 프리미엄 서비스 : 100~140만원(VAT 별도)
* 3개 지역별수수료 상이(상세 내역은 KOTRA 홈페이지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30대 기업의 경우 수수료 2배 부과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34

기타

문의처

지원내용
제도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연 10회 내외),
• 품목/지역별

제조기업-전문무역상사 매칭 등

Business Center 무료 이용
• KITA

주요 전시회 무료 출입
• 국내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실 02-6000-539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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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디지털 마케팅(buyKOREA)

글로벌 기업의 수요 발굴 및 적격 국내기업 매칭으로 소재 ·
부품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글로벌 기업에 수출을 희망하는 소재부품 분야 중소 · 중
견기업

지원내용

제품 개발단계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진입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

13
이용방법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과의 종합상담회, 맞춤형 핀포인트 상담 지원

- 산업 Mapping 자료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 지원
- 국내외 권역별 종합 상담회 개최
- 국내외 기업 공장 방문상담 지원
• 해외

수요처로부터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요청받아 최종

buyKOREA는 B2B 사이트로 국내기업에게 해외 바잉오퍼
정보를 공급하고, 한국기업의 상품정보를 해외 바이어에게
홍보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을 지원합니다.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기업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
구분

지원내용

수출상품 등록

계정당 1개 상품 등록이 원칙으로 유튜브(You
Tube) 상품 동영상도 등록 가능

바잉오퍼 조회

KOTRA 및 해외바이어가 등록한 구매 오퍼
검색 가능(www.buykorea.or.kr)

인콰이어리
수발신

개발협력이 확정된 국내기업에게 R&D자금을 시제품
제작 전까지 지원
- 자격요건

수출대금 결제

* (국내기업) : 해외수요처를 확보한 중소기업
* (해외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

• GP센터(현지

사무공간 + 마케팅 지원 서비스)

- 직접지원 서비스 : 사무공간 제공, 마케팅 활동 지원
- 간접지원 서비스 : 신규

법인 · 지사 설립 · 비자발급 등
지원, 해외 퇴직전문가 활용, 물류서
비스 지원, 현지 전시회 · 세미나 등
참가 지원
- 입주

가능지역 : 디트로이트,

나고야,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멕시코시티, 쿠알라룸푸르, 아테네
* 참가비는 지역별로 상이

신청방법

buyKOREA 상품정보에 대해 해외바이어들이
온라인 결제 가능
* KOPS카드결제(VISA, Master, JCB),
페이팔(IBK기업은행 페이고스 가입 필요)

EMS,DHL 할인혜택 이용 가능(별도 계약
필요, 할인율은 변동 가능)

해외기업정보

해외기업정보 조회 가능 (www.buykorea.or.kr)

비즈니스행사

KOTRA의 오프라인 사업신청 가능

온라인 전시관

KOTRA 오프라인 사업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전시관 운영

화상상담

• 상담,

GP센터, 교육훈련 지원

관 심 오 퍼 에 대 한 인 콰 이어리 발 송기 능 과
상품정보별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수신기능

수출상품 발송

•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지원

- 글로벌 기술표준화 지원 교육 (AIAG, MMOG/LE,
NADCAP) 등

29

바이어와 국내업체간 화상상담 지원

* 참고사항
buyKOREA는 한국 상품정보가 탑재된 바이어용 영문사이트(buykorea.org)와
해외 오퍼정보가 등록되는 국내기업용 국문사이트(buykorea.or.kr)로 구분되어
있음

- 신청시기 : 일정에 따라 별도 공고
• R&D

자금 지원

- 신청시기 : 연 2회
- 신청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www.smetech.go.kr)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소재부품팀 02-3460-7644

셀러용 www.buykorea.or.kr
문의처

바이어용 www.buykorea.org
KOTRA 디지털무역팀 02-3460-7432~7433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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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30

신청대상

지원내용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촉진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 또는 지식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구분

사업명

사업 내용

15
신청대상

고비즈코리아
패키지형
B2B
수출지원

개별형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영위 기업

지원내용

홍보 동영상(3D)제작
• 다양한

등록 및 Seller’s
• 상품페이지

Store 구축 및 제공(기업 특화
상품홈페이지)
MCN마케팅,
• 검색엔진마케팅,

온라인매칭페어, 글로벌 소싱페어
(O2O) 연계 제공

구매오퍼 대응을 위한
• 해외바이어

전담조직 운영
검증부터 수출 계약
• 인콰이어리

후 사후관리까지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

• 고비즈코리아 B2B 수출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

글로벌 쇼핑몰 판매경험이 풍부한 기업을
온라인수출 전문 기업으로 지정하고,
중기제품의 온라인수출(판매)에 필요한
과정 대행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

자사 쇼핑몰 보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수출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홍보 · 마케팅 비용 등 지원

온라인수출
기업화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자체 판매계정을 활용한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전시회

IT기반 온라인 전시회를 품목별, 테마별로
연중 상시 개최하고 해외시장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

동영상 상품페이지, 마케팅 등 기업당 650백만원 내외
보조금 구성(기업부담금은 추후 공고)
지원절차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신청 kr.gobizkorea.com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중진공) ▶ 신청 · 접수(중소기업→중진공)
▶ 평가 및 선정(중진공→중소기업) ▶ 사업추진(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 검수 및 정산(중진공, 수행사, 중소기업)
▶ 사후관리(중진공→중소기업)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44/9797

• 고비즈코리아(kr.gobizkorea.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자격,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

kr.gobizkorea.com

kr.gobizkorea.com
문의처

31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3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5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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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 플랫폼

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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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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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파워셀러 육성사업
한국에서 바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명 유통망에 판매하세요!
아마존(Amazon US), 큐텐재팬(Qoo10 JP), 쇼피(Shopee) 등
권역별 대표 유통망과 협업하여 입점 및 판촉 교육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유통망 입점 희망기업 및 이미 입점해서 판매중인 기업
* 진출 희망 권역의 언어로 된 제품 설명자료 보유를 권장

지원내용

• 상반기 중 온라인 유통망 매니저의 입점 및 홍보 방법

교육
• 입점 성공기업에 한해 연중 마케팅비용 지원
• 이미 판매중인 기업의 경우 마케팅 관련 심화 교육 및

플랫폼 내부 마케팅 비용 지원
신청방법

경제외교 활용사례 01

• 일반신청

유통망별 기수제로 운영되며 KOTRA에 공고 게재
지원절차

사업 공고 열람 ▶ 신청서 작성 ▶ 선정 발표

유의사항

• 유통망과 사업 유형에 따라 선정시 별도 평가가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므로 사업 신청시 공고 내용 확인 요망
• 국내 및 국외 온라인 유통망 진출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권역 언어로 된 제품 및 회사 소개자료가 있을 경우 우대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를 원한다면
해당 국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해야

케이씨이피중공업
한-방글라데시 BP참가(2019년 7월)
수출품목 : 콘크리트 펌프카
배 경
독일이 시장 선점하고 있으나 한국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해외 시장 적극 공략
경 과
2019년 건설경기 호황인 방글라데시에서
시장 확대 위해 한-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
성과와 의의
10여개 업체와 상담 진행 결과 1건의 MOU와
3건의 수출계약 체결
방글라데시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아프리카 국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도 참가할 계획

“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만나는 업체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탑 매니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할 때마다
반드시 100장의 명함을 모두 돌리겠다는
각오로 참여합니다.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디지털무역팀 02-3460-3309

”

해외진출 KEY INDICATOR 02

2019년 수출 감소… 신산업-유망 소비재 두각
2019년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5,422억 달러로 전년 비해 10.3%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신산업, 유망 소비재의 수출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02

연도별 수출입 동향

01. 글로벌 역량 진단(GCL-Test)		

P36

02. 수출 AI 보고서			

P37

03.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P38

04.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P39

05. 외국어 통번역 지원			

P40

06. 해외 지사화사업			

P41

07.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		

P42

08.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P43

09. 세계일류 상품 육성			

P44

10. 소비재 수출대전			

P45

11.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		

P46

12.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P47

(단위 : 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수입

6,049

5,737

5,422
5,352
4,785

2017년

2018년

5,033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2019년

2019년 신산업 및 유망 소비재 수출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8.5%

7.4%

82.7%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13. 연관 해외기업 정보			

P48

4.4%

4.4%

14.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P49

15. 해외유망시장 추천			

P50

전기차

화장품

농수산식품

36

사업개요

02.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글로벌 역량 진단(GCL-Test)

수출 AI 보고서

기업의 성장단계를 확인하고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 기업의

글로벌 역량(GCL) * 및 성장단계를 확인하여

02
신청대상

사용자 누구나(무료 이용)

지원내용

• 수출

AI보고서 제공 :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과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추천
*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 Level)이란,
- 협의 : 기업의 수출역량
- 광의 : 자사의 특유자원을 글로벌시장에 효율적으로 배치 및 활용하는
능력(Porter, 1966; Jacidan 1988; Craig & Douglas, 2000)

신청대상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업(무료 이용)

지원내용

• 수출역량

진단을 통한 7단계 성장단계 확인 및 8개 역

HS코드 및 MTI코드 6단위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고, 중요 변화를 탐지하여
수출동향 보고서를 작성
• 제공된

보고서는 다운로드 가능
신청방법

(www.kotra.or.kr/bigdata/)에서 수출 AI 보고서
메뉴 접속 후 실시

• 유선컨설팅

시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 및 수출 마케팅
지원절차

• 유선 컨설팅 및 기업이 희망할 경우 현장 방문상담 실시
신청방법

• 연중

상시
• KOTRA

홈페이지 빅데이터 포털		

량별 강 · 약점 분석
* 8개 역량 : 마케팅, 인프라, 인력, 자금, 의사소통, 네트워크, 시장전략, 제품

사업 추천

로봇 저널리즘이 품목별 수출통계를 분석하고, 수출액 변화를
탐지하여 수출동향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줍니다.

KOTRA 빅데이터 포털 접속 ▶ 수출 AI 보고서 메뉴 접속
▶ HS코드 또는 MTI 코드 조회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

서 온라인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
지원절차

‘글로벌역량진단
(GCL)’신청

GCL Test
설문답변

성장단계 및 영
역별 점수 확인

[10분 내외 소요]

[즉시]

2차 방문컨설팅
(이동 KOTRA)

1차 유선상담
(KOTRA 수출전문위원)

[유선상담 후 1주일 이내]

[진단 후 1∼2일 이내]

* 유선컨설팅

신청 시 1~2일 이내 담당 수출전문위원이 고객님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344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빅데이터팀 02-3460-7452, 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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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지원내용

02.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글로벌 기업 연계, 디지털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혁신기술, 서비스, 소비재 분야 스타트업
사업명

04
신청대상

•창
 업 거 점 무 역 관 집 중 지 원 ,
수출전문위원 컨설팅, 글로벌 AC
입소 지원, 스타 트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 참가 희망 시 우선 선정

보유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
• 혁신기술

글로벌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수요
글로벌기업 수요 연계
연계 지원
해외진출 지원
• 1 : 1 화상상담회, 투자유치 IR 온라인
피칭대회, 스타트업 해외진출 웨비나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해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

1 : 1 VC 화상상담회

신청방법

•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

서의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 (3,000
개사)

내용

•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기업

100개사 내외 선정하여 1년 간
• 연간

스타트업 해외진출 집중 지원
스타트업
글로벌점프 300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무역전문가를 1:1 매칭하여 무역실무에서
수출계약 체결 · 이행,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를 1년간 밀착 지원합니다.

(1,200개사)
서비스 기간

선정 시~2020년 말

서비스 수수료

무료

지원내용

• 해외 인콰이어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수출상담회, 방한 바이어, 국내 · 외 전시회 상담 지원

•2
 0 2 0 년 온라 인 으 로 진행 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 참가 지원
교육,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 피칭

웨비나 지원

• E-카탈로그 해외무역관 배포 및 현지 테스트 마케팅 지원

신청방법

일본(마쿠아케),
• 미국(인디고고),

중국(징동), 대만(젝젝)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입점 지원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② 지원서비스 안내 → 수출지원 → 수출초보기업지원 →
글로벌역량진단(GCL TEST)의 역량 진단 신청하여
결과 확인

입점 교육, 플랫폼 담당자 및
• 플랫폼

대행사 1 : 1 화상상담회

③ (GCL TEST 40점 이상인 경우)KOTRA 홈페이지
→ 지원서비스안내 → 수출지원 → 수출초보기업지원 →
신규 수출기업화 [사업신청하기] 클릭 후 접수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 1 : 1
• 국내

화상상담 기회 제공

• 신청기간 : 연중(KOTRA

홈페이지 사업참가 모집공고 참고)

• 수출실무, 수출계약 협상 · 체결, 사후관리 등 종합컨설팅

지원절차

참가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참가업체 선정 ▶ 업체지원 및
사후관리

• 신청창구 : 스타트업지원팀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별도

양식), 사업계획서 및 개인

(기업)정보제공동의서 등
지원절차

참가 신청서 접수 ▶ 심사 및 참가 업체 선정 ▶
업체지원 및 사후관리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8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38/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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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통번역 지원

해외 지사화사업

중소 수출업체가 원활하게 국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로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 업체

지원내용

• 무역협회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액 차등

06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 · 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

택하여 신청

지급
- 21년차 이상 (로얄) : 기본지원금 900,000원
- 11~20년차 (골드) : 기본지원금 700,000원
- 01~10년차 (실버) : 기본지원금 500,000원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

* 추가지원금 : 2016년 이후 KITA 멤버쉽카드 발급 업체 및 발급 예정 업
체에 대하여 100,000원 지급
*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중 통번역 서비스를 제외하고 전체소요비용 중
10%는 업체 자부담 (통번역 서비스는 전액 이용가능)

단계

참가비

내용

진입
(6개월)

50만

[기초 마케팅 지원]
기초 시장조 사, 잠재바 이어 조 사,
네트워크 교류, 기초 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시판매(소비재 전용)

발전
(1년)

250~350만
(지역별 차등)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 · 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 지원

확장
(1년)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 수출 (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665~1,050만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지역별 차등)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통 · 번역

- 번역 : 무역서신,

수출계약서,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 통역 : 국내에서

진행되는 바이어 상담, 전시회, 공장
견학
• 지원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18개어
신청방법

41

• 신청기간

: 2020. 2. 3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membership.kita.net)

신청-통번역지원서비스
• 무역협회

홈페이지 ID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한도

: 기업별로 최대 10개 지역 참여 가능

•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신청 기업은 다른 수출지원 바우처

•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서비스들과 달리, 별도의 정산 신청없이 매월 이용료
자동 정산
• 지원금을

초과한 통번역 서비스 비용 발생시 업체 자부

담금 발생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exportvoucher.com/jisahwa

진행절차

사업신청 ▶ 선정위원회 개최 		
▶ 통보 · 참가비 납부 ▶ 협약 체결 ▶ 서비스 개시

kr.gobizkorea.com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43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55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9, 7441, 7445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팀 055-751-9680, 9679, 9682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해외마케팅팀 031-927-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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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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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출 유망중소기업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됩니다.
수출 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KOTRA 등 20여개 수출
유관기관의 유대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

신청대상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500만 달러 미만 수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

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 우대, 보증
심사 완화
- 수출입금융, 여신 지원 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08
신청대상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1,000억원이고 직 · 간접 수출

500만 불 이상의 중소기업
•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의

경우 매출액 50~1,000억원이고 직 · 간접 수출 100만불
이상
지원내용

• 해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지역

자율 지원 프로그램(기업당 3천만원 내외)
•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 우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
- 산학연 콜라보 기술개발사업 지원
- 수출지향형기술개발사업

- 해외전시회

· 박람회 · 수출인큐베이터 참가 시 우선 지원
혜택
- 바이어 발굴, 상담 대행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참여 시 우대

• 보증

및 금융지원

- 7개 기관 15개 연계 시책

• 기타

-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서비스, 국가기술은행(NTB)
정보서비스 무료 이용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신청 및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국민추천제)

• 신청창구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지원절차

사업공고(중기부) ▶ 수출지원 협의회 의결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 유관기관 통보 · 관리

www.exportcenter.go.kr
문의처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홈페이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1654

www.exportcenter.go.kr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2-6009-3511/3514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3980/6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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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소비재 수출대전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 또는 7년 내 5위 진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육성합니다.

10

소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전시(쇼케이스) · 상담 · 포럼을
모두 포함하는 융복합 마케팅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한국의 품목 생산량이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5%이상
(7년 내 진입 가능한 차세대 품목 포함)인 품목의 생산기업

신청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소비재 분야(화장품, 생활유
아용품, 농수산식품, 패션의류, 헬스케어) 중소 · 중견기업

지원내용

• 세계일류

상품 인증서 발급 및 로고 사용

개최시기

• 2020년 7월중

• 금융

· 컨설팅, 마케팅 등 종합 패키지 지원
신청방법

• 연 1회 진행, 사업 수요에 따라 개최 횟수 추가 및 수행

시기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6~7월 경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업종별 간사기관으로 메일

지원내용

• 수출상담 시 통역 서비스 제공

• 신청서류

: 세계일류

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사

• 사후 수출성약 및 관리 지원

업자등록증, 근거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지원절차

유의사항

선정계획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확정

• 온라인 디렉토리를 통한 제품 사진 및 영상 전시
• 바이어와 1 : 1 화상상담 지원

및 우편 송부(www.wcp.or.kr 공지 참고)

• 소비재, 유통 웨비나 병행 개최를 통한 시장정보 제공
유의사항

참가비 무료

지원절차

사업공고 ▶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바이어-기업 1 : 1
화상상담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이 선정된 이후에 시장경제 질

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서 제외 및 지원 중단
• 기업

대표의 횡령 및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지원

중단

문의처

www.wpc.or.kr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48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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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해외진출 지원

5대 소비재 제품 및 e커머스 분야 선도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으로, 5
대 소비재 분야(화장품/뷰티, 식품, 패션/의류, 생활/유아
용품, 의약품) 제조기업 및 해당품목 e커머스 기업

지원내용

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 유망시장 분석 → 목표
시장 진출용 로드맵 작성 → 로드맵 기반, KOTRA와 민간
수행기관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12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출 역량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구분
패키지1
(역량강화)

* 사업내용 :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전시회 개별 참가, 해외 광고/홍보, 한류
마케팅,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디자인 개발, 인허가 등록, 신제품
런칭쇼 등

대상

내수기업
•이동코트라, 해외시장 빅봇
(GCL 테스트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
40점 미만)

• 사업구분

패키지3
(수출확대)

수출기업
(선택형)

•디지털마케팅 사업
(페이스북 활용 교육)
•해외시장 조사,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

선택형
서비스

기업 선택

•공사 수출상담회 선정 우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아마존 US 등)
•아트콜라보 매칭 지원

• 국고지원

및 기업분담

- 중견기업 : 바우처 총액 중 국고지원50%, 기업분담50%
- 중소기업 : 바우처 총액 중 국고지원70%, 기업분담30%
* 2020년 모집기준이며, 차년도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 시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홈페이지 통해 사업 공고

서비스 내용

내수기업
•수출첫걸음 사업
패키지2
(멘토링, e카탈로그 제작 등)
(GCL 테스트
(수출첫걸음)
40점 이상) •BuyKOREA 온라인 마케팅

- 준비단계 : 바우처 2,000만원
- 진출단계 : 바우처 4,000만원
- 확대단계 : 바우처 5,5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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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시기

연중 별도 홈페이지 공지
• 신청방법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 송부
• 신청서

제출 narae.kang@kotra.or.kr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3347, 7737

지원절차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서 이메일 제출 ▶
결과안내 및 서비스 제공

유의사항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후 사업신청 시 결과 첨부
[경로 : 지원서비스 안내 → 수출지원 → 수출초보기업 지원
→ 수출역량진단(GCL TEST)]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사회적가치실 02-3460-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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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해외기업 정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인공지능 모델이 KOTRA가 보유한 해외기업 목록 중에서
국내기업과 품목 연관도가 높은 해외기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KOTRA 기업회원 (무료 이용)

지원내용

• 연관

해외기업 정보 제공 : 		

KOTRA 기업회원에게 유사성이 높은 10개의 해외기
업 정보를 분기별 제공(연관 키워드,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품목 등)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이 입력한 기업설명 및 품목 정보

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자사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짐
신청방법

14
신청대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강소 · 중견기업을 선발하여 기업 중심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Pre

중견글로벌 : 중견후보기업(중견유예기업

제외)·

예비중견기업
• 중견글로벌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중견기업(중

견유예기업 포함)
• Post

중견글로벌 :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지원내용

참가기업과 KOTRA가 공동으로 해외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을 선정 후 진출전략, 액션플랜(로드맵) 수립 시행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 해외무역관 – 기업)

지원규모

• 지원규모

: 000개사
• 지원한도(국고)

: 			

• 연중

상시

기업당 6,000만원 ~ 1억원 한도(보조율 30~70%)

• KOTRA

홈페이지 빅데이터 포털		

구분

(www.kotra.or.kr/bigdata/)에서 로그인 후 연관
해외기업 정보 메뉴 접속하여 조회

지원대상

지원절차

KOTRA 빅데이터 포털 접속 ▶ 로그인 필수 ▶ 연관 해외
기업 정보 메뉴 접속

지원기간

유의사항

제시된 해외기업은 거래 또는 협력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참고 목록

매칭펀드
총액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빅데이터팀 02-3460-7452, 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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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월드챔프

Post 월드챔프

1. 중견 후보기업

월드챔프
월드클래스
300, 중견기업
2. 예비 중견기업 (중견유예 포함)
최대 3년
최대 5년
최대
13,000만원(중소)
최대
10,000만원
최대

중견 글로벌
졸업기업

국고지원
한도(보조율)

최대
7,000만원
(70%)

매칭펀드
최저한도

최소
5,000만원

20,000만원(중견)
최대 9,100만원
(70%)(중소)
최대 10,000만원
(50%)(중견)
최소 6,500만원
(50%)(중소)
최소 10,000만원
(50%)(중견)

최대 3년
최대
20,000만원

최대
6,000만원(30%)

최소
10,000만원(50%)

지원절차

추진사업 설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기반 해외
마케팅 지원 ▶ 사업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신청방법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홈페이지 접수 및 신청
(www.exportvoucher.com)
www.exportvoucher.com

문의처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6 / 7228 / 7237 / 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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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망시장 추천

경제외교 활용사례 02

인공지능 모델이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해외유망시장을
추천해주고, 국가별 수출입 통계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사용자 누구나 (무료 이용)

지원내용

• 해외유망시장

추천 : KOTRA의 데이터와 국제 무역

통계로 예측된 미래 수출금액을 근거로 조회 품목의
해외유망시장을 추천
• 국가별

수출입 통계 제공 : 국가별 한국 수출기업수, 수

입/수출액, 수입/수출 증가율, 수입국 순위 등 통계 다
운로드 제공

바이어와의 1:1 맞춤 미팅
비즈니스 성과도 백발백중

슈퍼 내추럴스
한-태국 BP참가(2019년 9월)
수출품목 : 건강기능식품

• 해외시장

뉴스 및 바잉오퍼 : 조회 품목별, 국가별 해외

시장 뉴스와 바잉오퍼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연중

상시
• KOTRA

홈페이지 빅데이터 포털		

(www.kotra.or.kr/bigdata/)에서 해외유망시장
추천 메뉴 접속 후 실시
지원절차

KOTRA 빅데이터 포털 접속 ▶ 해외유망시장 추천 메뉴
접속 ▶ HS코드 6자리 조회

유의사항

HS코드 6자리로만 조회가 됩니다

배 경
2016년 물에 타먹는 일회용 액상스틱형 비타민 제품 출시
동남아 시장을 목표로 코트라 주최 행사 참여
경 과
태국 소비자들이 물에 타먹는 제품에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 후
태국시장 집중 공략
2019년 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
성과와 의의
태국 8개 업체와 미팅하며 MOU 체결 등 다양한 판로 개척
2020년 1월 4만 달러 규모 초도 물량 수출

“

광활한 해외 시장에서 저희 제품에 딱 맞는
바이어를 만나게 해주는 비즈니스 파트너십
일대일 미팅은 중소기업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일대일 미팅에서 최선을 다해 자사의 제품을 알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빅데이터팀 02-3460-7452, 7458

”

해외진출 KEY INDICATOR 03

서비스 수출 2년 연속 1,000억 달러 상회
2019년 서비스 수출은 1,076억 달러로 2018년에 이어 다시
1,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수입이 1,307억
달러에 달해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긴요합니다.

연도별 서비스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수출 현황
897

2017년

1,037

2018년

1,076

2019년

수입 현황
1,264

2017년

1,330

2018년

1,307

2019년

2019년 부문별 서비스 수출 (단위 : 억 달러)
216

134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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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서비스

P54

02.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수출대전

P55

03. 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P56

04. 디지털 콘텐츠 · 에듀테크 해외마케팅 지원

P57

05.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P58

06.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P59

07. 디지털콘텐츠 해외진출지원

P60

08.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P61

09. 정보보안 · 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P62

10. SW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P63

11.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P64

12.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

P65

13. 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P66

14. 농축식품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P67

15.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P68

1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P69

17.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P70

18.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P71

여행

건설

19.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P72

77

38

20. GMV(Global Mobile Vision)		

P73

21. ICT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P74

22.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P75

23. K-Global@ (ICT기업 해외마케팅)

P76

운송
지재권 사용료

보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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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외거점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서비스산업 수출대전

서비스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해외거점 전담
직원이 현지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0. 3. 1 ~ 2021. 2. 28 (1년)

02
사업개요

• 모집기간 : 연초 (세부사항 유선 문의 바람)

• 지원대상 : 콘텐츠, 에듀테크,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기업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
참여대상

지원내용

내용

지원기관

맞춤형 시장조사

현지 일반현황, 경쟁동향, 성공 · 실패사례
등 기업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파트너 발굴

프랜차이즈(외식, 체험형 서비스 등)
콘텐츠(AR · VR, 애니메이션, 웹툰 등)
SW(SaaS : Software as a Service)
금융(핀테크) 등
지원절차

buyKOREA에 제품 업로드 ▶ KOTRA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매칭 ▶ 상담일정 조율 및 사전 교신 ▶ 최종 상담
스케줄 공지 ▶ 화상상담 참가 ▶ 후속 상담 지원

관심 파트너 발굴 및 소개

출장 지원

기업의 현지 출장시, 전담직원이 동행하여
바이어 상담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 개최 전시회에 참여기업 참가시,
바이어 상담주선 및 지원

인허가 취득

•
지원사항 : 해외 바이어와의 1 : 1 상담주선, 통역 지원
•
분야 : 교육(이러닝,

에듀테크, 전문교육)

-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 (일본) 도쿄, 오사카
- (미국) LA, 뉴욕
- (동남아)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방콕, 쿠알라룸푸르
- (서남아) 뭄바이
지원내용

•
대상 : 서비스산업의

각 세부 업종에 해당하는 국내외

중소 · 중견기업

• 참가비 : 서비스 거점당 250만원(1년 기준)
• 서비스 제공 무역관

• 일자 · 장소 : 2020.11(예정) buyKOREA 사이트 등
• 내용 : 서비스

산업 제분야를 포괄하는 온라인 수출

• 지원규모 : 서비스분야 해외진출 유망 중소 · 중견기업

110개사

국내 최대 서비스분야 전문 수출상담회로 서비스기업과
해외 초청 바이어와의 1:1 온라인 상담을 지원합니다.

인 · 허가 관련 규정 및 등록절차 안내
•브랜드 구축을 위한 현지 홍보 활동

브랜드 홍보

현지 법인설립

상표권 등록 및 침해 관련 애로사항
• 현지

발생 예방 및 지원
규정 및 절차 안내
• 관련

금융, 노무, 법률 등 현지 법인
• 입지선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보제공

※ 해당 지원내용을 주간 · 월간 주기로 참여기업에게 보고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지식서비스팀 해외거점 담당자 02-3460-3251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지식서비스팀 KSM 담당자 02-3460-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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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활용 해외마케팅 지원

디지털 콘텐츠·에듀테크 해외마케팅 지원

한류박람회 개최, 한류 활용 마케팅 추진을 통해 우리기업의
시장확대 및 브랜드 성과 제고를 지원합니다.

① 한류박람회(KBEE)
신청대상

지원내용

한류박람회 B2B 화상상담, B2C 온라인 유통망 판촉,
한류행사

신청방법

반기 1회, KOTRA 홈페이지 참조

② 한류스타 PPL 활용 사업
신청대상

한류 연계성이 높은 유망 소비재 산업군

지원내용

한류스타와 중소기업의 유망 소비재를 연계, 간접광고
(PPL) 웹예능 제작 및 방영, 기업별 온라인 유통망 활용

신청방법

반기 1회, KOTRA 홈페이지 참조

www.kotra.or.kr
KOTRA 소비재산업팀 02-3460-7745

VR · AR, 애니 웹툰, 게임 등 콘텐츠 기업과 에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 에듀테크 업체

지원내용

• 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극복 테마 연계 가능 유망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 7대 상품 : 홈뷰티, 건강식품, 홈쿠킹, 청정가전, 의료용품, 위생용품, 디지털장비
* 서비스 : 보건의료, 에듀테크

문의처

04

- 애니 제작, 웹툰, 게임, 캐릭터 및 VR · AR 등 분야별
로 온라인 사절단 또는 화상상담 실시(예정)
• 2020 온라인 상품관(에듀테크)

- (1차) 5월4일~8일 에듀테크 화상상담 집중상담주간
- (2차) 9월 화상상담 개최(예정)
신청방법

• 공고 : 바이코리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사업1~2개월

전 모집)
• 홈페이지 : 바이코리아(www.buykorea.or.kr)
• 신청방법 :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서비스제품 등록 ▶

사업 신청

www.kotra.or.kr
문의처

KOTRA 지식서비스팀 콘텐츠사업 담당자 02-3460-7611
KOTRA 지식서비스팀 에듀테크사업 담당자 02-3460-7615

57
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03

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58

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게임 수출 활성화 지원

문화콘텐츠 종합 홍보 마케팅

게임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퍼블리셔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게임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06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한류시장
조성 및 다각화된 비즈니스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내 게임 콘텐츠 제작 기업

신청대상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콘텐츠 업체

지원내용

• 해외 퍼블리셔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ITS GAME) 개최

지원내용

권역별 홍보 마케팅 지원

- 국내 · 외 주요 퍼블리셔 1 : 1 비즈 매칭

- K-콘텐츠 엑스포 : 중동, 동남아 등(예정)

• 해외 게임 전시회 한국 공동관 운영

• 수출 관련 유관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종합박람회 개최

- ChinaJoy,

Gamescom, Tokyo Game Show,
Gamescom Asia, Level-up KL 한국관 운영

• (B2B) 1 : 1 수출상담회, 네트워킹 / (B2C) 전시체험 및

이벤트, K-POP 공연 등

• 보드게임 유관 협회를 통한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행사일정

※ 현지

상황 및 유관기관 협력 협의 결과, 수교 등 계기성 행사에 따라 개최
국가 및 시기 변동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개최 불가할 경우 비대면 · 온라인 행사 개최 예정

구분

일정

장소

(국내)ITS GAME

6월

서울 코엑스

차이나조이

7월

중국 상해

- 민간 한류행사 연계 한국 콘텐츠 B2C 홍보 마케팅 지원

게임스컴

8월

독일 쾰른

• K-POP 콘서트 연계 콘텐츠 및 소비재 프로모션 지원,

도쿄게임쇼

9월

일본 동경

슈필

10월

독일 에센

게임스컴 아시아

10월

싱가포르 싱가포르

레벨업 KL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민관협력 콘텐츠 동반진출 지원

콘텐츠 연계 관객참여 이벤트 운영
※ 국가 및 시기는 연계 한류 행사에 따라 협의 후 최종 확정

신흥시장 콘텐츠 마켓 한국공동관 참가
• 한국공동관 등 기업별 상담부스 조성 지원
• 1 : 1 비즈매칭 및 홍보 마케팅 등 비즈니스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최종 참가 여부 변경가능

신청방법

• 참가마켓(안) : DISCOP 요하네스버그(남아공)

• 신청기간 · 시기 : 2020년 수시

※ 현지 상황에 따라 최종 참가 여부 변경 가능

• 신청창구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및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welcon.kocca.kr)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회사 정보 및 주요 실적 등
지원절차

문의처

•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부속 양식에 따른 서류

공고 ▶ 접수 ▶ 선정평가 ▶ 수출상담회 개최(행사일정 참고)
▶ 비즈니스 매칭 지원(참가업체 선정)

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유통팀 1566-1114

• 신청방법


문의처

www.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156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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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디지털콘텐츠 기업에게
다양한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08

신청대상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 해외진출 주요거점 인프라 지원

지원내용

- NIPA 해외센터(5개소*) 연계를 통한 바이어 발굴, 법
률자문, 현지화 컨설팅, 번역 지원 등 기업 수요기반
상시 지원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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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통신 · 방송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정보통신 · 방송 업종 종사 중소 · 중견 기업
구분

세부내용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전략국가와 정례협의체 운영(한·중,
한·미, 한·영 등)고위급 면담 등을 통한
정책 교류 및 협력 강화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를(w w w.globalict.kr)
통하여 50여개국 국가별 ICT 현황,
ICT 품목별 시장정보 제공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보통신 · 방송 분야 1 : 1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시연회 등으로 구성된
해 외 마 케 팅 행 사 ( I CT 비즈 니스
파트너십) 개최(연간 4회)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방송 콘텐츠 홍보, 수출을 위한 해외 현지
방송 콘텐츠 바이어 대상 쇼케이스 및
1 : 1 비즈니스 상담회(콘텐츠 파트너십)
개최(연간 3회)

* 미국 실리콘밸리, 베트남 호치민 · 하노이, 싱가포르, 인도 등 5개 센터

• 해외전략시장 홍보 · 마케팅 지원

- 성공적인 해외 전략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
· 로드맵 수립, 온라인 홍보 ·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
맞춤형 홍보 · 마케팅 지원
• 해외 신흥시장 개척 지원

- 신흥시장

전문 로드쇼 · 주요 전시 참가를 통해 해외 주요
바이어 · 투자자 대상 지원기업 마케팅 및 비즈니스 지원
• 5G기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 제조 · 의료 · 패션 등 타 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디
지털 콘텐츠 및 新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5G기반 한류 VR · AR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국내 VR · AR 관련 콘텐츠 홍보 및 해외 주요 전시 참
가 지원
• 전략시장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지원

-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고품질 5G 실감콘텐츠 공동
제작 프로젝트 발굴 · 제작지원
- 실감콘텐츠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및 국내 · 외 전시 ·
유통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지원절차

계획수립 ▶ 참가기업모집 · 선정 ▶ 행사개최 ▶ 사후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www.nipa.kr / www.msit.go.kr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콘텐츠확산팀 043-931-5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044-202-6357

문의처

www.nipa.kr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협력팀 043-93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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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물리보안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SW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국내 정보보안 · 물리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준비, 시장
개척 등 기업역량에 따른 단계별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외 마케팅 자금 지원
구분

지원내용

수출 예비기업
(기업부담 25%)

시장조사, 파트너 상담, 수출계약, 홍보,
전시참가, 해외시장 진입 컨설팅 등

수출 유망기업
(기업부담 50%)

현지마케팅, 현지 브로슈어 및 매뉴얼
제작, 타겟시장별 컨설팅, UI개선 등

10
신청대상
지원내용

SW 제품 ·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SW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내 중소 · 중견 소프트웨어(SW)기업
분야별

지원내용

글로벌
SW신산업
수주지원

SW신기술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현지시범사업 구축 및 운영지원


SW제품화 지원 : 현지시장 진출을
• 수출형
위한 조사/자 문, 현지 서비스를 위한
제품 현지화, 현지 고객 및 전문가를 통한
제품/서비스 검증지원
중소기업
SW
글로벌
역량 강화

* 구분기준 : 수출 예비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 < 수출 유망기업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시기 : 매년 3월경(1/4분기내)
• 신청창구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 시스템

(www.cont.kis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입찰공고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계약 시스템
(www.cont.kisa.or.kr) 지원사업 공고 참고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서평가 ▶ 현장실사 및 협약체결
▶ 사업수행 ▶ 중간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최종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수출실적 점검 및 사후관리


수출마케팅 지원 : 국내 · 외 전문기관을
• SW
활용한 컨설팅(교육, 멘토링, 매칭/네트워킹
등), 해외진출 정보 제공 및 기술 마케팅 지원

IT시장 정보제공, 기업 인큐베이팅,
• 인도
한국진출 희망 인도기업 지원 등 (해외전진기지
운영(ICT부트캠프))

현지기관의 협력을 통한 IT/SW
• 국내기업,
부문 현지인력의 양성을 위한 Korea IT
School구축 및 인력양성 교육

• 신청서류 : 한국인터넷진흥원

웹사이트(www.kisa.or.kr)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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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시기 : 2020년 3~6월 공고
• 신청창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신청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확약서, 공동참여확약서 등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고

문의처

www.kisa.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사업팀 061-820-1328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수행기관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중간보고 ▶ 결과 보고 및 평가

유의사항

일부 지원사업은 민-관 매칭 방식임
www.nipa.kr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진출팀 043-931-55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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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우수 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

해외 보건의료분야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의료 해외 진출에 해당하는 해외 발주 프로젝트의 입찰

12
신청대상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

지원내용

• 선정기업

수 : 매년 13개사 내외 선발
지원내용

현지 정착을 위한 분야별 홍보 · 마케팅 전략 수립 및 기
타 컨설팅 비용 등 제반 과정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및
기타 특화 지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다음해 12월(약 2년)

• 진출 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최대 300백만원

지원(자기부담금 30% 매칭 필수)
신청방법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www.ge100.kr) 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사업관리 홈페이지(www.
ge100.kr) 온라인 신청

• 사업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평가 ▶ 대면(PT)평가

• 제출서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

▶ 선정/협약

홈페이지 참고

•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KOHES, https://www.

kohes.or.kr)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
or.kr)에 사업공고 게시
사업추진일정
(선정 후)

• 신청기간

: 매년 2~3월 공고 ※필요시 추가 공고 진행
•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www.keia.kr)

전문위원,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시컨설팅
및 교육 지원
신청방법

• 지원분야

: 기업별 필요에 따라 예산분할 활용 가능

- 해외 특허 · 인증 및 기술 성적서 취득
- 전시회, 기술설명회 참가 제품 홍보 및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및 방문을 통한 타깃국가 네트워크
구축
- 기술성능 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홍보용 데모 구축
- 상기 활동에 필요한 분야별 수출 전문 컨설팅 연계 등

• 수주제안서 작성, 시장조사 · F/S컨설팅, 병원설립 및

• 선정된 기관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GHKOL)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2조에 따라 환경산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수출기반 마련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업

• 단독진출

프로젝트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

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또는 컨
소시엄
- 컨소시엄은

의료기관 포함이 필수이며, 한국인이 해외에
설립한 의료기관은 국내 유관업체 또는 국내 의료기관과
의 컨소시엄 형태로만 지원가능

우수 중소 환경기업을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합니다.

기타사항

• 평가는

기업 수출역량, 사업목표 실현 가능성, 사업을

통한 기업 성장 가능성, 수출기반 구축 현황, 사업비 활
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진행

협약체결 ▶ 선급금 교부 ▶ 중간평가 및 잔금교부 ▶ 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성과공유 ▶ 사업종료

• 우수 환경산업체, 해외인증 및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기

업, 환경부 사업화 과제 성공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IT
· 융복합 프로젝트 적용기업 등 가점 부여

문의처

www.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043-713-8229

www.keia.kr / www.ge100.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국내산업육성팀 02-6933-9517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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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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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국제 공동 현지사업화 지원

농축식품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게 실증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
하는 환경산업체(연간 20개사 내외)

14

① 글로벌 브랜드 육성 지원
지원내용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 인증 우대

기술

• 지원내용

: 브랜드

등록, 스타 섭외 및 콘텐츠 제작, 마

케팅, 컨설팅 등

※ 대기질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 · 자원순환, 측정분석장비 · 장치, 토양 ·
지하수복원 · 관리, 소음 · 진동관리, 오염물질 대체, 오염물질 제거 효율
향상 제품, 생태계 복원 · 관리, 위해성평가 · 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 ·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80% 이내(업체당 최대 2억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중소 80%, 중견기업 70%)
- 지원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1∼3년차(2억 이내),
4∼5년차(1억 이내)

감시 · 평가, 친환경공정, 청정생산 · 설비

• 지원조건 : 과제당

연간 3억원 내외, 최대 2년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고

및 신청기간 : 매년 2~3월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하단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w w w.

유의사항

지원내용

• 선정평가

포인트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사업추진 전략
및 체계
- 상대국 위탁기관의 목표 및 수행능력
- 현지사업화 가능성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 설정 및 집행 합리성 등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지원팀 02-2284-1776, 1777, 1782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07

• 신청기간

:연
 2회(2분기, 4분기)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 및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참고

③ 해외 안테나숍 운영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

• 지원내용

: 안테나숍

임차 · 장치비, 홍보비, 시음 · 시식비

등 마케팅 비용의 70~90%(KFZ 80~90%)
를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정산
- 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 등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신청방법

www.keiti.re.kr
문의처

• 지원대상 : 수출 가능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 지원내용

-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1부스(장치 및 기본비품 포함),
신선농산물 운송 · 통관비(냉장비품 임차비)
- (개별박람회) 임차비 · 장치비 · 기본비품 임차비 및 전
시품 운송통관비(운송사 통한 운송통관비에 한함)

• 필수사항

: 진출대상국

현지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반드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자유공모 과제는 현지
위탁기관과의 MOU 제출 필수

• 신청기간

: 매년

1월 경
• 모집공고

: aT홈페이지

및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참고

②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ecoplus.keiti.re.kr) 로그인 후, 좌측의 메
뉴[사업신청-신청계획서 입력/조회]로 들
어가 우측 상단의 신규과제 신청 클릭
※ 사업신청시 참여연구원, 위탁기관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사전에 과학기술인
등록 (www.ecoplus.keiti.re.kr) 필요

•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희망)

업체

• 지원분야

: 국가별

환경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실용화

• 지원대상국 : 전세계


농축식품 수출업체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기간

: 연초,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 참가신청

: aT홈페이지 참고
www.at.or.kr / global.at.or.kr / www.kati.ne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육성부 061-931-0866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1
신남방사업부 061-931-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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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FTA 확대 등 글로벌 수산통상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바이어) 등

지원내용

선도조직 육성, 무역애로해소, 대내외 유통시장 확대 등
수산물 수출업계에 80~100% 국비 지원
분야
기업육성

내역사업
수산 선도조직
육성사업

수산 국내외
물류센터 지원
수산기업
무역
애로해소

대내외
유통시장
확대

수산 수출통관
지원사업

16

해운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사전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선 · 화주 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합니다.

① 해운 · 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대상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물

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재무적

투자자 :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

기금 · 공제회 등

사업내용
전략 품목별 법인화, 규모화된
전문조직 육성지원

지원대상

·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물류사업 기업
- 일반진출형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물
류사업진출
- 인수합병형 : 현지

물류기업 인수 · 합병을 통해 해외
물류사업진출
- 시설투자형 : 해외

항만 · 터미널 · 물류센터 등 물류
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해
외 물류사업진출

•(국내) 수조 임차 사용료
•(해 외 ) 창고이용료 및 내 륙
운송료(일부국가) 지원
•해외시장 진출 시 무역애로 해소
지원
- 바우처, 수출현지화, 용수검사,
샘플통관, 중국 one-stop
시험 수 출 지 원 , 통 관 이 슈
발생국가 특별지원

국제식품
박람회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앵커숍 지원

신규 전략시장 앵커숍 운영

• 해외투자를

계획 중인 국내 물류기업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내용

• 대상 사업의 유형에 따라 조사비용 보조

- 일반진출형 : 1건당 최대 5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 인수합병형 : 1건당 최대 8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 시설투자형 : 1건당 최대 8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② 화주 ·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신청대상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방법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 유통 · 무

• 신청시기 : 2월
 중(일부 사업은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역 · 건설 · 자원 ·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업체 종합지원

시스템 홈페이지(global.at.or.kr) 공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및 현지법인 설립 추진 중인

화주기업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실적증명원 등

•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물류거점 · 네트워크 확보 및 현지

법인 설립 추진 중인 물류기업
지원내용
www.at.or.kr / www.kati.net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 061-931-085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0~7

문의처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 한도 내 국비 지원
www.mof.go.kr / www.kmi.re.kr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6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
051-797-4774, 051-797-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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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보를 지원합니다.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7)

차순위 전략국가(13)

신남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 라오스

신북방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유 럽

-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중 동

-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기타

-

남아프리카공화국

18
신청대상

보유 기업

지원내용

시장개척지원비

* 지원한도 : (신북방)40백만원/ (기타지역)20백만원

농식품
세일즈로드쇼

시장개척비(항공, 숙박, 바이어초청 상담회,
시장조사 등) 일괄 지원 ※참가비 60만원

거대 신흥시장
바이어 상담회

시장다변화 대상국 소재 신규 바이어와 수출
업체 간 매칭상담회 관련 일체 비용 지원

차순위국가
집중마케팅

파일럿 요원 미파견 지역인 차순위 전략국
(13개국)에 대하여 국가별 여건에 적합한
홍보사업 추진

• 웨비나

로드쇼

- 스마트시티

해외 발주처 · 바이어 · 투자가 등 대상 기술 ·
제품로드쇼 개최
•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파트너쉽

- (WSCE)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수출상담회 (10월,
KINTEX)
- (SCEWC)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수출
상담회 (11월. 스페인)

지원사항
해외판촉, 시장조사, 전략품목 개선,
마 케팅 및 홍보 등 다양 한 지원사업 내
업체가 필요 사업 선택

•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스마트시티 융복합 솔루션
• 도시개발

· 운영, 교통, 환경 · 에너지, 방재 · 안전, 보건복지 등

시장다변화 선도기업(프런티어)육성 패키지 지원
구분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스마트시티 분야 ICT
솔루션 기업의 수출을 포함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로, 전 세계 정부, 기업, 스타트업,
학계, 연구원 등 참여

신청방법

• 일반신청

: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
* 사업 참가신청서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와 함께 제출

지원절차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시장성 평가 기업 선정 ▶ 바이어 매칭 ▶
사전간담회 ▶ 사업 개최

* 세부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 aT 홈페이지 참고

신청자격

• 다변화대상 전략국가(20개국)로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 농식품 수출 중소 · 중견기업
• 최근

3년간(‘17 ~‘19년 연속)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국가 무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 경
•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www.at.or.kr / www.kati.net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남방사업부 061-931-0969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9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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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GMV(Global Mobile Vision)

‘스마트팜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우리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종합 해외마케팅 사업입니다. 국내
스마트팜 기업 및 종사자의 국내외 전시 ·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20
신청대상

신청대상

국내 스마트팜 관련 기업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 온라인 수시 화상상담(개별) / 온라인 화상상담회(단체)
- 국내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 해외 스마트팜 분야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수출 유망국 사절단 파견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AR/VR 등
지원내용

주처 초청
제시 등
• (피칭)

해외투자가 대상 기술 · 제품 피칭, 경진대회 등

• (해외마케팅)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접수
신청방법

• (해외시장정보) 스마트팜 협의체 기업 대상 수시 제공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시장성 평가 기업 선정 ▶ 바이어 매칭 ▶
사전간담회 ▶ 사업 개최

일반신청 : 신청기간 내 전시회 홈페이지 		
(www.gmv.or.kr)에서 등록 및 참가비 납부
* 참가비 납부 선착순 마감

• (스마트팜 협의체 가입) 이메일 신청서 접수로 수시 모집
지원절차

• (전시

· 수출상담회) 150여 개 해외바이어 · 투자사 · 발
• (컨퍼런스

· 세미나) 글로벌 시장 트렌드 공유, 미래전략

- 스마트팜 코디네이터 및 협의체 운영

* 온라인 수시 화상상담 (개별)은 스마트팜 협의체 기업 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ICT분야 우수 국내기업
• 5G,

사물인터넷, 모바일 솔루션,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 해외시장정보

신청방법

‘GMV’는 2008년 최초 개최 이래 매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ICT분야 최대 B2B 전시회입니다. ICT 융복합 분야의 유망기업과
해외 바이어 · 투자가 파트너쉽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홈페이지 신청 ▶ 1차마감 · 참가비 완납 ▶ 2차마감 · 참가비 완납
* 추후 일정 통보

유의사항

참가비 : 기본부스 275만원
* 기본부스 제공내역
3mx3m 조립부스, 안내데스크, 원형테이블, 국 · 영문 상호간판,
조명 및 전력(1kW)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79

문의처

www.gmv.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65, 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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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ICT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십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

‘ICT 기업 온라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해외 바이어 화상상담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 ICT 분야 혁신기술 · 솔루션 기업

22
신청대상

국내기업 · 기관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IT프로젝트
수출 참여계획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전담직원

활용) 현지 전담직원 및 전문가 활용

• IoT, 5G, AI, 정보보안, 네트워크 등
지원내용

• (제품홍보)

바이코리아(buyKOREA) 사이트를 통한

• (맞춤형

정보제공) 개도국 시장 및 기술력 분석 등 시장

제품 · 기술홍보

분석 보고

• (인콰이어리 발굴)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연결

• (수요발굴)

지역별 타깃 프로젝트 발굴, 현지 협력 수요

• (화상상담)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잠재 바이어

파악 등

발굴 및 1 : 1 상담 지원

• (마케팅

지원)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맞춤형 마케팅

* 통역 및 화상상담장 지원

신청방법

• 사전등록

(기업 · 제품 정보 buyKOREA 등록)
• 온라인

상담기간 중 해외 바이어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절차

문의처

등록 ▶ 바이어 수요 매칭 ▶ 1 : 1 상담

www.kotra.or.kr / www.buykore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66

‘IT컨소시엄 수출지원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 국내 IT
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타깃 지역별 현지 전문가 활용,
수주 마케팅 지원 등 신시장 IT프로젝트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신청방법

일반신청 : 모집기간 내 이메일 접수
*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 함께 제출

지원절차

문의처

① 국내 컨소시엄 모집[무역관 유망프로젝트 선정](8-10월)
② 타당성

검토(무역관)[무역관 유망프로젝트 참가 국내기
업모집](11월)
③ 선정 및 대면평가(12월)
④ 선정 발표 및 킥오프 간담회(1월)
⑤ 사업 착수(2월)
⑥ 중간보고서 제출(8월)
⑦ 사업 종료(12월)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65, 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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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ICT기업 해외마케팅)
‘K-Global@’은 미국, 중국 등 주요 ICT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전시상담,
컨퍼런스, IR, 네트워킹 등 마케팅 활동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해외시장 진출 유망 ICT 솔루션 보유기업

지원내용

• (정보제공) 컨퍼런스, 포럼 참가
• (전시상담) 1 : 1 바이어 · 투자가 상담 주선
• (IR) 스타트업 피칭
• (네트워킹) 현지기업, 기관, 전문가 네트워킹 기회제공

신청방법

일반신청 : 신청기간 내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 참가신청서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서와 함께 제출

지원절차

경제외교 활용사례 03

사업모집공고 (KOTRA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현지
시장성 평가 · 기업 선정 ▶ 현지 바이어 유치 · 상담일정 수립
▶ 국내 사전간담회 ▶ 현지 사업 개최

꾸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여
말레이시아 포함 4개국 진출 성공

동양호이스트크레인
한-말레이시아 BP참가(2019년 3월)
수출품목 : 호이스트
배 경
수입에 의존하던 호이스트를 직접 제조하며
2014년 특허와 상표 등록 완료 후 해외시장 도전
경 과
2017년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여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시장과도 연결
2019년 9월 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해 바이어로부터 거래 의사 확인
성과와 의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 진출

“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국가브랜드를 걸고
만나는 행사인 만큼 바이어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제품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하여 일대일 미팅에서
바로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추후 거래로 이어질 만한
연결고리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72

해외진출 KEY INDICATOR 04

신남방 · 신북방 수출 비중 확대
신남방 ·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어 우리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2019년 22.6%까지 높아졌습니다. 2019년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2016년에 비해 27.6%가 늘었고 인도 및 CIS 지역
수출도 각각 30.2%, 129% 신장하였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수출 비중 (단위 : %)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1. 해외투자진출 컨설팅			

P80

02. 해외법인 설립 지원			

P81

03.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P82

04.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P83

0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P84

06.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P85-P86

07. 해외 개발협력 사업		

P87-P88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2.6
21.0

20.9
18.8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6-2019년 국별 수출액 비교 (단위 : 억 달러)

08. 글로벌 M&A 지원			

P89

09. 국내 복귀(U턴) 기업 지원		

P90

10.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 지원		

P91

[자료 : kita.net]

745

951 2019년

아세안

116 2016년
151 2019년

인도

59 2016년
CIS

2016년

135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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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투자진출 컨설팅

해외법인 설립 지원

국가별 ·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해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상담내용

투자유망 지역, 지역별 절차 · 법규 · 인력확보 방안 등

신청방법

• 전화상담

: 고객안내센터(1600-7119)

		

2번(해외진출 및 인증상담) → 해당지역 전
문위원 연결

02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알선해 드립니다.

지원개요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법인설립 절차 등 기초
자료 제공, 투자진출 상담, 현지 네트워크 소개(정부 · 유관
기관, 법률, 회계 등 전문가) 등을 통해 해외 법인 설립 지원

지원내용

• 투자진출

상담, 자료제 :

해외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현지 투자절차, 법규 및 정책,
투자환경 등에 대해 상담 및 자료 제공

•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 현지출장

지원 :

중 ‘무역투자상담’→ ‘전화상담’ 참고 이용

출장 안내자료 및 차량, 호텔, 통역 등 정보 제공
• 법인설립

지원 :

투자유관기관, 투자대행 서비스 기관, 로펌, 회계법인, 금
융 등 소개

② 한국수출입은행
신청대상

해외투자를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상담분야

외투자진출 지역 정보 및 사업 분야별 금융 상품에 대한
상담 지원

신청방법

신청창구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소중견금
융1부, 중소중견금융2부, 지역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 기타

투자진출 및 애로해소 지원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투자 단계별 기업 애로 해결 지원 등
이용방법

• 해외투자

대상 국가 · 도시 소재 해외무역관 접촉
• 해외무역관

연락처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조직망
바로가기 ▶ 해당 무역관 선택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02-6255-5716 (지역정보)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투자M&A팀 02-346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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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15개국에 24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 해외투자

진출기업의 초기 진출(법인 설립), 현지운영과

04
설치국가

관련된 애로해결 지원 및 진출 관련 정보 제공(뉴스레터)

지원사업]으로 신청 가능

- 15개국 24개 무역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국가/지역

베트남

+86-10-6410-6162
+86-21-5108-8771

칭다오

+86-532-8388-7931

다롄

+86-411-8253-0051

광저우

+86-20-2208-1605

선양

+86-24-3137-0770

호치민

+84-8-3822-3944

하노이

+84-4-3946-0511~8

다낭

+84-236-710-9700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캄보디아

프놈펜

미얀마

양곤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프랑크푸르트

+66-2-035-1535
+855-23-999-099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재권 상담

신청방법

소요 비용의 70% 지원
(신청기업별 연간 3건)
* $10,000 이내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시 $6,000 이내)

현지 국가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 지원

온라인 신청

+48-22-520-6245

• 필수서류 : 중소

· 중견기업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49-69-242-992
070-7001-0591
070-7001-0602

몽골

울란바토르

+976-7711-0140

멕시코시티

+52-55-5514-3173

브라질

상파울루

+55-11-31175-3030

뉴델리

+91-124-4628-500

첸나이

+91-44-2499-7283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95-1-925-3346

모스크바

부다페스트

상표 · 디자인 출원

세부내용
소요 비용의 50% 지원
(신청기업별 연간 8건)

+63-2-893-1183, 3244

멕시코

헝가리

구분

+62-21-574-1522

블라디보스톡

인도

문의처

베이징
상하이

자카르타

러시아

지원내용

연락처

인도네시아

• 독일(프랑크푸르트),

미국(LA, 뉴욕), 베트남(호치민),

• IP-DESK 미설치 국가의 경우, [IP-DESK 미설치 지역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현황

중국

해외진출 중소 · 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 보호 및 애로해결을
해외 거점에서 지원합니다.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 홍콩),
태국(방콕), 일본(도쿄),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
르타), 필리핀(마닐라)

- 해외진출 기업 현지 운영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
- 해외투자, 현지법인 운영 관련 이슈 전파(설명회, 세미나 등)
- 해외 주재국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구축
설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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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출원 희망 상표,
디자인 대표 이미지

+36-1-799-5400

www.kotra.or.kr
KOTRA 투자M&A팀 02-3460-7352

www.kotra.or.kr / ip-desk@kotra.or.kr
문의처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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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1)

해외 진출 K-브랜드 피해 예방 ·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 중견기업으로 해외
진출(예정) 중인 자
구분

06

K-브랜드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모니터링 · 대리신고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지원내용

특허보호전략

세부내용

해외 상표 선점
피해사실 안내

세부유형

지원내용

종합전략

해외 수출단계 발생 가 능한 자사 의 지재권
분쟁위험 전반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본형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시기 : 상시/온라인

모니터링은 정기 모집

선 B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2개 선택
택
형 C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3개 선택
(모듈) 무효분석, 회피설계, 침해분석, 반소대응

유전자원이 이용된 IP확보시 필요한
사전진단
나고야
이행절차 조사 및 준수 지원
지재권보호
유전자원 이익공유 절차 미준수에 따른
전략
IP확보
IP거절, 취소, 무효 등 지원

•신청창구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www.koipa.re.kr) 및 국제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기업 증빙 자료 등

경고장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사업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 지원기업 선정
▶ 모니터링, 지원사업 수행 ▶ 지원결과 보고

소송전략

해외기업 분쟁 관련 특허에 대한 대응 및 협상지원

라이선스
전략

해외기업과 이미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권리행사
전략

해외기업의 특허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www.koipa.re.kr

www.koipa.re.kr
문의처

분쟁위험에 대한 조사 및 분석

A타입 집중 대응전략 모듈 1개 선택
모듈형
대응전략

(연간 3차 공고)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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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96/5883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64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3~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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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2)

해외 개발협력 사업(1)

해외진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 · 디자인 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해외현지 국내 출원 · 등록된 선권리의 해외 현지화 단계 발생
권리화 가능한 분쟁소지를 검토하는 회피전략 제공

07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KSP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회공헌 CSR 활동을 지원합니다.

①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OTRA)
지원대상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우호적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상표 브 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현지
무단 권리
우리기업의 권리 선점에 대한 대응전략(법적대응,
선점
협상 등) 제공

•협력국

정부 대상 산업 · 무역 활성화, 인프라 발전 등과

상표피해 온라인外 오프라인에서의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대응전략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관련한 법 · 제도 정비, 인력 양성, 후속 프로젝트에
관한 종합 컨설팅, 연수 제공

형태모방
대응전략

•KSP 협력국 및 자문 주제

권리 행사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행정단속,
전략
소송 제기 등 권리행사 대응전략

모잠비크 운전면허교육 시스템 현대화 사업
브라질 산업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 지원
2019년
에콰도르 수출 역량 강화 및 대아시아 수출 증진 방안
선박 제조 시설 구축 및 현대화를 위한 분석
2020년 페루
및 전략
인도
항만 운영 개선을 위한 기술 강화 사업
몽골
한국의 스마트물류 및 운송 부문 정책 경험공유
베트남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시스템 도입 마련
파키스탄 중소기업 발전 및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방안
2020년 케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관리 방안
니테로이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축
2021년 브라질
전략 수립

소송 대응 디자인 등의 형태모방 사례에 대한 소송대응
전략
전략

권리통합보호전략
세부유형

지원내용

(1형)
특허 · 상표 ·
디자인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 디자인의 동시 ·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2형)
특허 · 상표

제품에 적용된 특허, 상표의 동시·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3형)
제품에 적용된 특허,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특허 · 디자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쿠바

(4형)
제품에 적용된 상표, 디자인의 동시·종합적인
상표 · 디자인 검토를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 전략 제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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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시기 : ‘20.2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국제지재권분쟁정보

포털 회원 가입, 정보입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방안

벨라루스 관세청 업무효율화 증진 방안

② 기업협력

프로그램(KOICA)
지원대상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www.ip-navi.or.kr)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과 비즈니스 전략,

수원국의 개발 목표가 연계된 개발협력사업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원대상 기업 증빙 자료 등

•1개 사업당 연간 최대 5억원 한도내 KOICA 분담금 매칭

사업계획 공고 ▶ 신청 · 접수 ▶ 선정심사 ▶ 사업수행
▶ 중간 · 최종 보고 ▶ 대응전략 확보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 사업형태
민관협력 ▶ 기업협력사업 참조

(총사업비의 50%,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경우 80%)
진행절차

신청방법

www.koipa.re.kr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73~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92

www.kotra.or.kr / www.koica.go.kr
문의처

KOTRA 개발협력실 02-3460-7521
KOICA 민관협력사업 지원센터 031-740-0466

▶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6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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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글로벌 M&A 지원

우리나라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우리기업이 현지사회의
발전을 위해 펼치는 KSP사업과 CSR활동을 지원합니다.

③ 글로벌

CSR 사업
지원대상

08
지원내용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 · 브랜드 · 유통망 ·
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 :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범위 : 해외 기업의 지분 · 사업부문 · 자산 인수 등

•중소

· 중견기업 또는 이들과 공동사업이 가능한 대기

업 · 공공기관
•KOTRA는 참가기업에게 사업의 기획 · 실행, 홍보, 사업

비를 지원
•자사제품

서비스 체험형 CSR

구분

세부내용

전략수립

팀 내 M&A 전문가와 면담으로 M&A 전략 논의
- M&A 목적과 Target(지역, 품목 등) 구체화
- M&A 추진 방법 수립

정보조사

M&A 관련 규제 및 제도 관련 조사, Target 회사에
대한 상세 조사 등

매물발굴

현지 M&A 자문사 등과 연계하여 M&A 매물 발굴
인수 후보군 탐색 및 인수 가능성(매각 의향) 타진

딜 실행

Deal Process 진행 (매각 측과의 커뮤니케이션,
매수의향서 전달 등)
매물기업 Pre-Valuation 지원
실사 지원 (현지 실시기관 추천 및 실사단 구성
자문, 타깃기업 실사 동행, 실사 결과 검토 지원 등)
인수 협상, 투자 구조 수립, 계약서 검토 지원 등

사후지원

해외 투자 Process 자문,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KOTRA 기존 사업과 연계), PMI 전문 기관
추천

•해외

기술경영 학교 운영
•상생가치

창출형 CSV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사업,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 사후

관리 사업
•다문화

무역인 육성 사업
신청방법

상 · 하반기 1회 참가기업 모집, KOTRA 홈페이지의 신청서
이용

④ 우리기업

CSR 활동 홍보(재외공관)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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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지역에 진출한 기업

대상
•우리

기업의 CSR 활동 홍보 지원, 주재국 정부 · NGO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지원 등
신청방법

지원절차

참가신청 (담당자와 유선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M&A팀
전문가와 개별 면담으로 지원내용 수립 ▶ 비밀유지협약
체결 ▶ 연간 딜 지원 ▶ 사후 관리

신청방법

•신청창구

: 유선 협의 후 신청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참조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NDA(비밀유지약정서)

www.kotra.or.kr, www.mofa.go.kr
문의처

KOTRA 개발협력실 02-3460-7532,7527
외교부 양자경제진흥과 02-2100-7668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투자M&A팀 02-3497-1110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7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 개발협력 사업(2)

90

신청대상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 수산투자 활성화 지원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사업장의 청산 · 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 증설 등 全과정

•대
 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해외사업장에서

제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정보통신업을
2년 이상 운영

10

우리 수산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원양산업 종합정보시스템 (www.ofis.or.kr)
제공정보

*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 정보통신업 및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 해외사업장을

청산 · 양도 또는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 할 것
* 기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 · 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구분

세부 내용

국가정보

세계 주요 연안국(111개국)의 핵심 수산업 및 투자 정보

컨설팅

정보 요청사항 질의에 대한 안내, 명예 해양수산관
활동보고서

시장정보

*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

-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 · 증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실
질적 지배자*가 동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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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원양산업 뉴스, 원양산업 동향(월1회),
국제수산기구 동향(월1회)

•사
 이트 (ofis.or.kr) 접속 후 무료 이용
•뉴
 스레터 신청(회원 가입 시 동의 또는 개별 연락)

* 지분 30% 이상 보유 등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것

지원내용

구분
보조금

세제

인력

보증
보험
구조
조정
컨설팅

문의처

세부 내용
토 지 매입액의 3 0 %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
* 지원비율은 일반지역 기준이며, 국비기준
100억원 한도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할세무서

수입 자본재에 대해 관세 최대 100%
감면

관세청
KOTRA

근로자 1인당 고용보조금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2년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특정활동사증(E7) 발급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추가고용 지원

법무부
고용노동부
KOTRA

신보 · 기보 보증서 발급 시 한도우대 및
보증료 할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 보증 · 보험료 할인

* 2만USD 한도

www.kotra.or.kr
KOTRA 유턴지원팀 02-3460-7361~5

제공정보

담당기관

법인/소득세 최대 5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컨설팅 비용 지원
(컨설팅비용의 70% 이내)

② 명예 해양수산관

KOTRA

•주
 요 연안국 9개 지역* 정보 제공
* 사모아, 피지, 페루, 인도네시아, 미얀마, 가나, 세네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용방법

•원
 양산업 종합정보시스템(ofis.or.kr)
•Q
 &A(명예 해양수산관에게 묻는다) 게시판 문의

③ 해외 수산시설 투자
신청대상

해외 수산자원 개발을 위하여 양식 · 유통 · 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 · 진출을 희망하는 원양산업자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
23조에 따라 원양어업관련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내용

실소요자금의 70%(30% 자부담) 대출, 금리 2%, 3년거치
7년상환

신청방법

모집 공고(ofis.or.kr) 참고하여 신청

④ 해외투자 전문교육
지원내용

해외투자 유망국의 수산업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하여 정
보전달, 개별기업 방문·협의(전문가 출장비 예산 내 지급)

신청방법

개별 문의

www.ofis.or.kr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양수산협력센터 해외진출지원팀
044-868-7837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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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투자 진출 지원

국내 복귀(U턴) 기업 지원

경제외교 활용사례 04

경제외교 활용사례 05

수출 초보기업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당당히 계약체결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큰 성과,
제품 신뢰도와 함께 회사 이미지도 상승

제이엘테크

메종

한-요르단 · 쿠웨이트 BP참가(2019년 4월)

한-태국 BP참가(2019년 9월)

한-인도 · 방글라데시 BP참가(2019년 7월)

수출품목 : 화장품, 바이오

수출품목 : 자동포장설비
배 경
배 경
현장 맞춤형 설비를 설계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해외 영업 시작했으나 판로개발에 어려움
경 과
요르단 · 쿠웨이트 시장이 유망하다는
코트라 권유로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
성과와 의의
요르단 · 쿠웨이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4건의 MOU 체결
인도 · 방글라데시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4개사와 수출 MOU 체결

“

해외진출을 처음 시도하는 초보업체라면
KOTRA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하면 적합한 업체를
섭외해줄 뿐 아니라 업체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상담에만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

기능성 화장품인 코스메슈티컬 제품 출시와
동시에 바로 해외 인증 준비
경 과
아세안 시장 타깃으로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인 참여
2019년 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해
신규 바이어 발굴
성과와 의의
1:1 미팅을 통해 태국 바이어와
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사
아세안 국가 기존 바이어들에게
브랜드 이미지 상승 효과

“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단순히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겠다는 목적으로만 간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기존 바이어들과 새로운 거래를 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해외진출 KEY INDICATOR 05

해외건설 · 플랜트 수주 223억 달러에 그쳐
2019년 해외건설 수주는 669건으로 전년대비 7건이 늘었으나
수주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한 223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동
발주 감소 등 대외 수주 환경 악화, 수익성 약화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주 (단위 : 억달러)

05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01.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		

P96

02.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P97

03. 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		

P98

04.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P99

[자료 : 해외건설협회]

461

321
282

2015년

2016년

290
223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권역별 수주액 (단위 : 백만 달러)

12,532

4,757

2,470

아시아

중동

유럽

1,714

566

280

아프리카

태평양 · 북미

중남미

05.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P100

06. 해외 공공조달 지원센터		

P101

07.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P102

08.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P1000) 육성

P103

09.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P104

10. 일반물자 정부간(G2G) 교역지원		

P105

11. 방산물자 교역 지원			

P106

12.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지원		

P107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지원

P108

14.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지원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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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05.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우리 기업이 해외 건설 · 플랜트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분야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국별환경
시장동향

해외 78개국의 국가별 건설, 플랜트 관련
진출 환경정보 및 해외건설시장 동향 소개

수주통계

우리 업계의 해외수주 통계 제공

대외기관

시장동향

02

재외공관, 해외주재관 등이 제공하 는
세계 각국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 정보와
국제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차관공사에
대한 사전 입찰정보 등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하역, 환경, 기타 산업설비 등 산업기반시설 및 생산공장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 또는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지원내용

(대기업은 전략플랜트 프로젝트에 한함)

• 신청

· 접수 : 연중 상시 접수

영문번역
작성지원

ITB 등 해석, 각종 영문번역, 입찰서류 지원

시장개척 및
F/S

문의처

(입찰)계약서 작성, 검토 및 유의사항
클레임 사례 및 대비책 등 행정업무
Technical Proposal / Schedule
견적 및 입찰, 시운전 및 유지보수 등

프로젝트
(리스크)

이용방법

* 접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문의처 참고)

세부내용

공종별
기술자문

보증/보험/
금융(환율)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 75% 이내 지원
- 중견기업, 대기업 : 50%

이내 지원 		

전문가 자문 제공 분야
계약 · 클레임
법률 등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 또는 추진
* 플랜트 예시 : 발전, 담수, Oil&Gas, 석유화학, 해양, 시멘트, 제철, 운반,

지역별 동향 정보, 신남방 · 신북방 국가 동향,
PPP 동향, 부동산개발 등

구분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지원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국
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② 평가회의
- 1차 : 선정업체 참여, 평가위원과 질의 · 응답
- 2차 : 지원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 · 보험 종류 및 구비서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진출국 환율(환리스크 관리방안)

③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프로젝트 단계별 리스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 기타 프로젝트 수행과정시 문제점

④ 중간 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최종 보고서 제출 및 평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신시장 개척 등 정부지원사항 타당성 검토

⑤ 수주 통보

해외건설협회(www.kor.icak.or.kr) 및 해외건설종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icak.or.kr)참고

www.icak.or.kr
해외건설협회 대외협력실 02-3406-1092/1072

www.kopia.or.kr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수주지원팀 02-3452-7972/6925-3451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044-203-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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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화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해외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설계사, EPC사

지원내용

• 해외

건설 · 플랜트 발주처 초청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04
사업개요

유망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발주처를 초청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주를 지원합니다.

구분

• 해외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 맞춤형

해외 건설 · 플랜트 프로젝트 진출지원 사업

(OPS, Overseas Premium Service)
신청방법

세부내용

• 내용
- 건설,

플랜트, 엔지니어링 발주처
초청 상담회
- 해외

프로젝트 대 · 중 · 소기업 동반
진출 지원

· 장소 : 2020년 11월(잠정), 서울
• 일정

• 신청시기

: 사업 1~2개월 전(OPS는 상시 신청)
• 신청창구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공고
- 해외수주협의회 회원사 이메일 안내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 신청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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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해외수주협의회 가입 시, 보다


: 기후변화 · 환경 프로젝트
• 내용
발주처 초청 상담회

· 장소 : 2020년 9월(잠정)
• 일정

해외 프로젝트 수주

· 장소 : 별도 문의
• 일정
기자재 수출 온라인

: 회당 국내기업 10개사 내외
• 규모
상담회

빠르고 자세한 사업정보를 받아볼 수 있음
• 맞춤형

해외진출 프리미엄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이므로

사전에 프로젝트 공공조달팀과 비용 협의
지원내용

• 발주처-국내기업

1 : 1 프로젝트 수주상담회 참가 지원
•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통한 현지 유력 프로젝트

정보 제공
신청방법

• 신청시기

또는 기간 : 행사별 별도 모집공고 예정
• 신청창구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참고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89/7486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85/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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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해외 공공조달 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주를 증진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 인증 획득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

구분
해외인증 획득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해외
인증마크(UL, TUV 등) 획득 지원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특화 전시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인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최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수출 · 수주 자문, 인프라 구축,
해외시장 정보제공, 시장개척 활성화
지원 등 제반사항 지원

26개 조달 중점 무역관을 지정, 시장조사, 발주기관 네트
워킹, 벤더등록 지원, 조달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지원 등
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거점 역할 수행

설치국가

해외 공공조달 지원센터 운영

수주 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지원

• 신청창구 :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 신청서류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사업별 양식 다운로드
지원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

지역

무역관

유럽(8)

바르샤바
베오그라드
부쿠레슈티
브뤼셀
자그레브
취리히
코펜하겐
프라하

CIS(1)

민스크

아프리카(5)

나이로비
마푸투
아디스아바바
요하네스버스
다레살람

중국(1)

베이징

동남아(2)

프놈펜
하노이

서남아(1)

다카

북미(4)

뉴욕
로스엔젤레스
워싱턴
토론토

중남미(4)

리마
상파울루
아순시온
키토

▶

www.knrec.or.kr
문의처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지원 인프라를 운영하며
기업별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방법

06

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사업실 052-920-0596, 0597, 030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044-203-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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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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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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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글로벌 조달 전문기업(P1000) 육성

국내 우수한 조달기업의 수출역량 및 진출의지 등을 바탕으로
G-PASS 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0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 · 중견기업

신청대상

국제기구 및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관심기업

* G-PASS 지정기업:707개사 (2020년 4월 현재)

지원내용

• (KOTRA)

마케팅 역량 및 재정 안정성 심사를 거친 후

구분

선정된 기업대상, 기업 역량별 맞춤형 조달시장 진출
지원 서비스 제공
- 벤더등록 지원, 입찰정보 제공, 수주활동 지원 등

세부내용
•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단체 및 개별)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사업
추진

신인도 보증
및 수출실무
교육지원

•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한도확대(최대2배)

* 임차비 및 운송비의 70%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연 2회)
• 해외 조달시장 수출컨소시엄, UN조달시장
시장개척단 파견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 정부조달 벤더등록 지원사업
• 해외정부 및 국제기구 조달입찰 지원사업

• 연 2-4번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해외조달시장 • 해외조달 입찰정보 제공
정보 제공
• 글로벌 조달장터(ITC Procurement Map) 운영
• 해외조달시장 및 국제기구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신청방법

해외 조달시장 진출 관심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입찰정보에서 계약체결까지 집중 지원합니다.

•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우대 최대 0.4%P 이내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한도 우대(최대30억원 이내)
* 무보, 수은, 중진공의 자금 지원은 별도 심사 결과에 따르며, 자동 부여
혜택이 아님.

신청방법

• 신청시기 :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서비스 설명서,

국 · 영문 브로슈어 등 (추후 별도 공고 예정)
진행절차

참가업체 모집 ▶ 평가 및 선정 ▶ 사업 시행

• G-PASS기업 홍보 웹진 발행
• 영문실적증명서 및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확인서
무료 제공
• 무역실무교육 제공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분기별 지정)
• 신청창구 :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기업 기초자료 및 신용평가 자

료 등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
(www.pps.go.kr/gpass) 참고

www.pps.go.kr/gpass
문의처

조달청 조달수출지원팀 042-724-6486/6443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02-6203-7732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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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

일반물자 정부간(G2G) 교역지원

역량있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업체에게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 물품 · 서비스 수출을 촉진합니다.

신청대상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유망 중소
· 중견기업

사업대상

KOTRA 해외 전 무역관
- 참가 기업의 무역관 선택 가능(복수 무역관 사업 참가 가능)

참가비용

300만원(2020년도 기준)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지원내용

• 현지 시장 조사, 조달 벤더 발굴 및 거래 알선 등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제반 마케팅 활동 지원 (지사
화사업 연계)

10

KOTRA는 외국정부와 G2G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외국정부에 대한 수출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기업(단, 무기 등 방산
물자는 제외)

주요품목

• 특수목적 차량 및 운반 장비 (순찰차, 소방차, 구급차,

철도차량, 선박, 크레인 등)
• ICT (통신망, 전자정부시스템, 지리관측 위성시스템,

관제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 각종 인프라 및 운용시스템 (공공시설 건설, 도로, 항만,

발전소, 공항, 철도 등)
• 기타 가능 품목
지원내용

• 일반물자 정부간(G2G) 교역 프로젝트 발굴
• 외국정부 프로젝트 수주, 계약 협상 및 체결의 전 과정 지원
• 대외무역법에 따라 KOTRA가 정부간 수출계약의 계

•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 마케팅사업 해외 소요예산

약당사자 역할 수행

지원 (사업참가 신청연도 말까지 1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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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2021년

사업은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해외 마케팅 로드맵,

국 · 영문 카탈로그 등

세부 절차

수행 주체

프로젝트 발굴 · 제시

국내기업 · 구매국 정부
· KOTRA

G2G 의향서 및 제안요청서(RFP)
송부 및 이행기업 지정 · 추천
요청(KOTRA)

구매국 정부

(지정) 국내기업 이행능력 평가
진행 절차

사업 신청 ▶ 본사, 무역관, 외부전문가의 선정평가 ▶
참가 기업 선정 ▶ 참가비 납부 ▶ 협약서 체결 ▶
사업 이행 (무역관을 통한 사업 추진)

(지정) 국내기업 이행능력 평가
(미지정) 공개모집 절차 및 이행능력
평가→국내기업 추천→이행기업 확정
제안서 작성 · 협상 및 계약서 작성

KOTRA

국내기업 · 구매국 정부
· KOTRA

정부간(G2G) 수출계약 심의 · 의결

KOTRA

수출이행 약정 및 수출계약 체결

국내기업 · 구매국 정부
· KOTRA

계약 이행

국내기업 · 구매국 정부
· KOTRA

계약 이행상황 확인 및 보고

KOTRA

※ 정부간 수출계약 진행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정·변경 될 수 있음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99

문의처

kodits.kotra.or.kr
KOTRA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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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교역 지원

다자개발은행(MDB) 활용 지원

국내 방위 및 보안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12

대상기업

국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중소 · 중견기업

신청대상

지원기관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업

정부의 G2G 계약의사 확인에서부터
• 구매국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 G2G 계약 체결 · 이행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G2G 거래
발효 이후 국내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 계약

분쟁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계약 이행 모니터링
실시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마련 협조

산업협력
(패키지딜)

구매국 정부가 희망하는 산업 · 투자 · 자원
•
등의 협력을 위한 협상안의 종합 설계 지원
수출대상국 절충교역 관련 자료를 수집 ·
• 주요

분석하고 절충교역(민수분야) 협상안 작성 및
이행 지원

파이낸싱

수입국의 요구사항, 수출계약 내용 등에 따라
방산수출건별로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MDB 재원
활용 프로젝트의 입찰을 지원합니다.
MDB 재원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설계사,
EPC사
구분
MDB · 개발펀드
설명회

주요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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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지원정책 소개

수원국 설명회

자 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를 보유한
발주처 설명회

1 : 1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기업과 다자개발은행, 발주처와의 1 : 1
비즈니스 상담회

• 신청기간 : 2020년 11월중 (잠정)
• 신청창구 : KOTRA 홈페이지 공고
• 신청서류 : 사업 참가신청서

유의사항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해외수주협의회에 가입하면 보다
빠르고 자세한 사업정보를 받아볼 수 있음

무역사절단 및 시장개척단 파견, 국내외 수출
해외
상담회(KODAS 등)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
해외마케팅 지원
해외정보
제공

진행절차

해외 방산보안 수출선도 무역관에서 발굴한
해외시장 정보 및 구매정보(인콰이어리) 제공

구매국 G2G 계약의사 확인 ▶ 국내업체 수출이행 능력
평가 및 선정 ▶ G2G 계약 협상 ▶ G2G 계약특별위 심의
▶ KOTRA(KODITS) - 국내기업 간 이행약정 체결 ▶
G2G 계약 체결 (KOTRA(KODITS방산물자교역지원
센터) - 구매국정부) ▶ 계약 이행(국내업체) 및 이행 모니
터링(KOTRA)

kodits.kotra.or.kr
문의처

KOTRA 기획총괄실 02-3460-7303
KOTRA 정부간거래관리실 02-3460-7809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프로젝트 공공조달팀 02-3460-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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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지원

차관제도 운영 및 차관조건 우대 등을 통해 중소 · 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차관조건

우대

14

사업소개

사업
무이자 적용

중견기업 참여사업

현행 이자율의 50% 적용

• 컨소시엄

: 중소기업 비율 30% 이상 참여 시 현행 이

신청방법

• KOICA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참여

• 차관제도

운영

이자율
기간

지원내용

개도국 법인
(단, 대기업 출자 현지법인의 경우 제외)

주요내용

가산점
부여

교육이수자 참여 또는 KOICA 계약 실적이
• ODA

없는 경우, 중소, 여성, 장애인 등 정책 우대기업

조달
설명회

및 조달 참여 방법 안내 및 1 : 1 컨설팅
• 개발협력사업


정보 및
서비스

상환기간 :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기타지원

창출, 적정사업비(예비비) 편성, 해외
• 고용(PAO)

SOS(긴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ODA교육) ODA 맞춤교육 및 자격시험 실시
• 신규 · 전문인력의 ODA 사업관리 이해 교육
• ODA 자격과정 개설(조달 사업참여 가산), 연중 2회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 제공
• 예비 · 타당성 조사, 다자협력 전문가(KMCO), 글로벌

협력 의사, 코디네이터 및 봉사단 모집 등으로 현지 진출

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044-215-7716

협력사업조달 입찰정보 메일링 서비스
• 개발

(사업자 및 개인)

• 프로젝트 및 사업실행, 국가 · 지역 · 섹터 분야 교육

사전 협의 ▶ 승인 신청 ▶ 차관 심사 ▶ 차관 승인
▶ 차관 실행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02-3779-6715

조달설명회 개최, KOICA 지역센터 방문 등
• 연초

대상 국제시장정보(DEVEX) 열람 제공
• 등록업체


연 2% 이내. 단, 차주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출자법인인 경우에는 연 1% 이내 가능

- 섹터개발 차관 : 개도국

정부가 특정 분야(우리 중소기
업 유망분야)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다
수의 소액 차관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을 한도방식으로 신속하게 지원

문의처

항목

무이자 적용

- 소액 차관 : 차관규모가 일정 규모(7백만불) 이하의 사
업을 소액 차관 사업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를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 제한

지원절차

• 자격

: 나라장터 가입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 시기 : 연간 발주계획 게시 및 공고기간 내 신청

자율 50% 적용
- 민간협력 차관 : 중소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민간부문
개발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복
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도국 법인에 대한 지원

• 사업형태

: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물적

· 인적 협력수단을 패키지화하여 다년간(약
2~5년) 지원하는 사업
• 프로젝트

: 건축, 기자재, 전문가 파견 등 유 · 무형 결합사업
• 개발

컨설팅 : 인적 협력에 특화된 기술협력 중심사업

적용금리

중소기업 참여사업

차관한도

중소기업에게 무상 개발협력사업 입찰 참여를 통한
ODA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① 개발협력사업 조달(무상개발협력사업)

- 개도국 정부 발주 중소 · 중견기업 수주 사업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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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www.koica.go.kr / www.nebid.koica.go.kr
KOICA 조달기업지원센터 1588-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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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KEY INDICATOR 06

FTA 수출 활용률 75% 육박
FTA 체결국과의 수출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이 2019년
7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TA 활용률은 체결국가별로,
산업별로 큰 격차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제품의 활용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FTA 활용률 (단위 : %)

06
FTA 활용 지원
01. FTA 컨설팅 서비스			

P112

02. 손쉬운 FTA 품목분류 검색(HS Code)

P113

0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P114

04.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P115

05.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P116

06.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P117

07.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P118

08. FTA 활용 실무교육			

P119

09.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P120

10. FTA 차이나데스크 활용		

P121

11. 무역조정 지원 사업			

P122

[자료 : 관세청 FTA활용 포털]

63.8

70.0

73.5

74.9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산업별 FTA 활용률 (단위 : %)
기계류

농림
수산물

85.1

58.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생활
용품

68.5

55.5

전자전기
제품

섬유류

68.9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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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컨설팅 서비스

손쉬운 FTA 품목분류 검색(HS Code)

FTA 전문가를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FTA
활용방법을 컨설팅해 드립니다.
FTA를 활용하여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 · 중견기업
및 협력기업

02
품목번호

• CEO

및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원산지관리 교육, FTA

별로 부여한 코드
하여 달리 적용(우리나라 10단위, EU 8단위 등)
확인방법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수행
지역FTA
기관 활용지원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FTA종합
지원센터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
지원내용

관세청
전국 세관

fta.customs.go.kr

• 조기심사

요청제도

세관ㆍ공익
유형별
인증수출자,
관세사
유관기관
FTA컨설팅,
사후검증
FTA
특화
합동컨설팅, 비관세분야
대비,
종합상담
분야
제3자 확인
컨설팅
FTA「찾아가는
(인증, 지재권) PASS 활용 YES FTA
센터」

비용
부담

무료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하 무료, 20억-50억원
10%, 50억-500억원 20%,
500억원-1,000억원 이하
40%, 1,000억원 초과 50%

- 신청사유 : 해외

관세당국 등의 원산지 검증 확인, 해외
선적 등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 처리기간 : 15일
•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 신설

- 제도목적 : FTA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목적의 품목분류
신청시 품목분류 6단위만을 신속 심사받는
제도
- 처리기간 : 15일

무료

www.fta1380.or.kr / fta.customs.go.kr /
문의처

exportcenter.go.kr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 관세청 125

• 사전심사제도


- 제도목적 : 수출입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관세청 관세
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여 정확한 품목
번호를 회신받는 제도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서류 : 신청서, 물품설명서, 견본
- 신청방법 : 인터넷(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우편 · 방문(관세평가분류원 품목
분류과)
- 처리기간 : 30일

온라인 신청
fta1380.or.kr

• 관세청

· 한국무역협회 · KOTRA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관세율을 6단위 이하로 세분하여 정하므로 품목번호를

체결국 비관세 분야(인증, 지재권) 컨설팅 및 수출애로
상담 등을 포함한 FTA 유망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
지원신청

• 세계관세기구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HS협약에서 상품
• 6단위까지는

국제 공통코드이며, 이하는 국가별 세분

•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사후검증 대응 등 기업의 FTA

활용 지원
-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판정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 · 발급 및 증빙서류 유지 · 관리
-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 구축 · 운영
- 인증수출자 취득 · 갱신
- 사후검증 대응 지원

수출입 상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확인은
FTA를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문의처

unipass.customs.go.kr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 042-714-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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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FTA 체결국가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 양허대상 여부 확인

04
제도개요

- 관세청 : www.fta.customs.go.kr
지원내용

- FTA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 확인
관세청 : www.fta.customs.go.kr
대한상의 : www.cert.korcham.net

- 원재료 목록,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 투입 증명자료
원산지 소명서, 원산지 확인서, 원재료 원산지 포괄 확
인서

• 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소속의 제3자 확인

전담 관세사가 원재료 품목분류, 제조공정도, BOM(자
재명세서) 등 FTA원산지확인서 내용 검증
발급신청

수출(원청)기업에 원재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

지원내용

• 원산지확인서의

적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

지관리 종합지원
-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BOMㆍ제조공정도 작성방
법, 원산지확인서 검증, 근거서류 보관 등

• 증명서

발급

- 자율발급 : 칠레, EFTA, EU, 미국 등
-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 지정
- FTA 협정 및 법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 서명
-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을 기록 · 관리

•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 FTA활용지

원센터)이 수출품 공급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
산지확인서의 적합성을 검토 · 확인하고, 확인기관 명
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

기준확인

• 원산지

소명자료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19년 1월~ (연중)
• 신청방법

: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 비치된 제3자 확
인사업 신청서 작성 · 제출)

• 기관발급

: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등

- 세관, 상의 등 발급기관에 신청 발급
- 세관발급 절차
관세청 홈페이지 ▶ 세관 통관 포털 사용 승인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내역등록
▶ 세관 승인 ▶ 발급(출력)
관련서류
보관

FTA특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원산지 관련 자료를 수출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

okfta.kita.net
문의처

FTA종합지원센터 1380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챕터 앞 연락처 참조)

문의처

okfta.kita.net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챕터 앞 연락처 참조)

115
06. FTA 활용 지원

06. FTA 활용 지원

03

06. FTA 활용 지원

116

확인사항

06. FTA 활용 지원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및 첨부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 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 양허대상 여부 확인

06
신청대상

- 관세청 : fta.customs.go.kr
• FTA별,

품목별 원산지 기준 및 협정관세 확인
- 관세청 : fta.customs.go.kr
- 대한상의 : cert.korcham.net
혜택사항

구분
기관 발급
FTA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기업
기업
• FTA

특혜관세 적용 수출에 따라 자사 사후검증 대응

체계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신청 구비 서류가 간소화되고, 발급 단계의
원산지 확인 절차를 생략해 신속 발급

인증 신청시 서면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가능

한 · EU
FTA

6,000유로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 자율 발급 가능(수출물품 6,000유로
이하의 경우 모든 기업 자율 발급 가능)

• 원산지

사후검증 수검기업 현장방문 컨설팅

-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진행 중인 수출기업 적시 지원(방문)
- 소명자료

작성 지원, 검증 주요 포인트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사후검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상담 지원

- 검증
 전문가(관세사)와의 1 : 1 상담 및 주요 검증절차 안내
• FTA

원산지 사후검증대응 매뉴얼 보급(e-Book 서비

스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요청을 받은
• 원산지증명서

사후 제출 등으로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세부내용

한 · EFTA
FTA

FTA 활용기업들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하거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국번 없이 1380에 전화

• 인증신청서,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

산지 소명서 기재내용 입증 서류(원산지 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
리 전담자 지정 내역, 기타 자료(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
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등)
지원절차

• 인증

신청 · 접수(UNI-PASS) ▶ 신청서 배부
▶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 서면 심사 ▶ 인증서 교부

• 유효기간(업체별

5년, 품목별 5년)
• 연장신청

및 인증 : 인증만료 30일전 신청

신청방법

문의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인증신
청서 제출

unipass.customs.go.kr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8

문의처

okfta.kita.net
FTA종합지원센터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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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FTA 활용 실무교육

중소 · 중견기업을 위한 원산지판정 / 증명서발급 / 사후
검증대비 무료 원산지관리 종합솔루션
•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08
교육기관

-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원청
업체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
관하는 일련의 FTA 원산지 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신청대상

희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FTA-PASS(국제원산지정보원),

FTA Korea(KTNET)

무료 설치 및 컨설팅
• FTA-PASS

사용자를 위한 품목분류(HS) 자문 서비스
•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영문 FTA-PASS 서비스 무료 보급
• 전문

컨설턴트의 YES FTA 컨설팅 및 FTA-PASS 정기교육
•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FTA-Agri) 무료
보급 및 교육

내부
시스템
연계

내부
장부

기초
정보
수집

원산지
판정

전자문서
송수신
관련 서류
보관

협력
업체

신청방법

전화

국번없이 1380

교육과정

수입 업체

원청 업체

042-481-3202

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
정보원

031-6000-732

www.origin.or.kr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FTA 교육과정 및 일정
기관

교육일정

교육시간

FTA종합무역실무

3월, 5월, 10월

3일(18h)

FTA기본과정

3월, 6월, 8월, 10월

1일(8h)

FTA원산지관리
및 서류작성
시뮬레이션(심화과정)

3월, 6월, 9월

2일(12h)

아는만큼 앞서가는
FTA활용전략

온라인 교육

(15h)

* 유료이며 FTA 종합무역실무는 교육비 환급이용 가능

신청방법

•각
 기관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교육일정은

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연락하여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www.ftapass.or.kr / okfta.kita.net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031-600-0770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21

www.fta1380.or.kr

관세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도 가능

문의처

홈페이지
www.fta1380.or.kr

중소벤처기업부 042-481-8935 www.exportcenter.go.kr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 관련
서류

기관

지역FTA활용
지원센터

(원산지확인서)

원산지
판정 기준
DB

재직자 실무교육 및 대학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을 높여줍니다.

FTA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 원산지 관리시스템 ]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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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육기관 연락처 참조

06. FTA 활용 지원

06. FTA 활용 지원

07

06. FTA 활용 지원

120

신청대상

지원내용

06. FTA 활용 지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FTA 차이나데스크 활용

FTA를 체결한 상대국 소재 무역관에서 협정문 내용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FTA 활용을 지원합니다.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 또는
해외 바이어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

FTA
홍보

① FTA 활용 설명회 개최
② FTA 실무활용 가이드북 발간 및 배포
③ FTA 활용 조사 및 정보 제공
④ 유관기관과 현지 유명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FTA
상담서비스

① (상시상담) FTA 활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
② (이동상담) 현지 · 진출기업 밀집지역 방문 상담
③ (헬프데스크) 전시 · 상담회 FTA활용부스 운영

10
지원개요

국가

중국

ASEAN

인도
중남미
이용방법

문의처

지역
베이징

(86-10) 6410-6162
(86-21) 5108-8771

칭다오

(86-532) 8388-7931

청두

(86-28) 8672-3501

광저우

(86-20) 2208-1600

다롄

(86-411) 8253-0051

톈진

(86-22) 2329-6631

하노이

(84-24) 3946-0511

호치민

(84-28) 3822-3944

자카르타

(62-21) 574-1522

방콕

(66-2) 035-1555

마닐라

(63-2) 8894-4084

뉴델리

(91-124) 4628-500

첸나이

(91-442) 4997-283

멕시코시티

(52-55) 5514-3173

• 차이나데스크는

무역업계의 한 · 중 FTA 활용지원을

위해 FTA 전문가(관세, 인증)로 구성

지원분야

분야
FTA

컨설팅 내용
•원산지관리 기본교육 (1MD, 필수)
•C/O 발급, 증빙자료 관리, 사후검증 등 상담
•원산지 시스템 판정 컨설팅, FTA 시스템 구축

FTA 시스템

문의처

상하이

차이나데스크는 한·중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 중 FTA 활용에 관한 모든 애로를 원스톱으로 상담,
지원

① 통관, 인증 등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FTA 활용
②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 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애로해소 지원
해소 지원
지원내용

121

인증

지식
재산권

지원내용

•원산지 DATA 작성 및 판정수행, 서류발급 등
교육
•업체별 해당 인증(CCC, CFDA 등) 교육
•인증 취득방안 안내 및 지원
•중국 지재권(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 획득
•중국 바이어와의 계약 체결 컨설팅
•환경,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등 컨설팅

FTA 활용지원 사업 요청

사업 안내 및 지원

협정문 해석, 관세율 문의

관세사 상담

인증 취득, 저작권 문의

전문가 상담

FTA 관련
교육/설명회 문의

교육/설명회 시행 추진
*원산지관리교육 이수 시
인증수출자 점수부여

센터 소재 무역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KOTRA 통상지원팀 02-3460-7504

문의처

www.fta1380.or.kr
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국번없이)1380

06. FTA 활용 지원

06. FTA 활용 지원

09

06. FTA 활용 지원

06. FTA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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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FTA 활용 지원

11
신청대상

무역조정 지원 사업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합니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중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
액 등이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
액 등이 5% 이상 감소하였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
• 무역피해

판정 시 중점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상대

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와 무역피해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 여부
지원내용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에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해당 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극복을 지원
① 융자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이내, 운전 6년 이내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6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 포함)
② 컨설팅 지원
•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경영 · 기술 전 분야의

컨설팅
- 지원한도 : 기업당 연간 40백만원 이내
- 지원비율 :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 수행기간 : 최대 6개월
신청방법

경제외교 활용사례 06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신청

생소한 국가의 생생한 시장정보를
파악하기 좋은 기회

포유
한-쿠웨이트 BP참가(2019년 4월)
수출품목 : 체외용 의료용 카메라
배 경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해
제품 차별화에 도전
2017년 9월 시제품이 호치민 국제의료전시회에서 높은 호응
경 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며 제품 홍보
2018년 아프리카 3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여
성과와 의의
쿠웨이트 6개 업체 신규 바이어와 미팅 후
연간 5만 달러 규모의 MOU 체결
터키, 폴란드에 위탁판매 등 4개국에 제품 수출 예정

“

www.kosmes.or.kr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055-751-9628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19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여하기 전,
현지 무역관에서 나라에 대한 정보 등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데 해당 시장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고
내용이 풍부했습니다.

”

해외진출 KEY INDICATOR 07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3조원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액은 4조
5,900억 원 규모로 2019년 지원액 4조 3,500억 원(추경 포함)에
비해 2,4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역금융 지원액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07
무역 · 투자 금융 지원
01.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험 지원

P126

02.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P127

03.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P128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13,300

시설투자 및 스마트화
소재 · 부품 · 장비 및
3대 미래 신산업

3,000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2,000

투융자복합금융

2,000
1,000
*3대 미래신산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2020년 무역금융 지원계획 (단위 : 조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22
2017년

05. 환위험 관리 보험(환변동 보험)		

P131

06. 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지원		

P132

07. 수출보증보험			

P133

08. 수출신용보증			

P134

09. 단기수출보험			

P135

10. 중장기수출보험			

P136

11.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P137

12. 해외사업금융보험			

P138

6,000

창업 · 성장 연계 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04. 수출 중소 ·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P129-P130

223
2018년

232

257

13. 전대금융 활용		
2019년

2020년

P139-P141

126

지원대상

07. 무역 · 투자 금융 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보험 지원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수출 창업 및 벤처 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초보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수출

희망 기업

02
신청대상

- 창업기업 : 업력 7년 이내 업체(최근 1년 수출실적 50
만불 이하)
- 벤처기업 : 업력

7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
인된 업체
- 내수 중소중견기업 : 최근

3년간 직접 수출실적 및 무
역보험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최근 1년 수출실적 1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200만불 이하)

신청방법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 Plus+, 수출신용보증(선
적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중국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 · 부자재 조달을 위한 중국 수입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내용

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수출계획서, 수출실적증명서, 최근

• 융자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3년간 재무제표 등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

희망 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할인(최대 30% 이내)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한도 우대(최대 1.5배 이내), 보
험료 할인(최대 50% 이내)
- 해외 기업 무료 신용조사 지원(연간 최대 10회)

• 융자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은 5억원 이내
- 한도거래방식을

택한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
- 브랜드K 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 별도 공지
• 신청창구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

우대혜택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 스타트
업, 온라인 수출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
여기업, 브랜드K인증기업 등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
사업 참여기업,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

초보 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원내용

신청창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출

초보 기업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보증료 할인(최대 10% 이내)

문의처

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www.kosmes.or.kr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지역본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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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07. 무역 · 투자 금융 지원

수출 중소·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중소·중견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신청일

현재 KITA 무역진흥자금 대출상환을 완료한

04

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신청대상

한국무역협회 추천서 발급 은행 대출심사 (보증서, 부
동산 등 담보요구 가능) ▶ 무역진흥자금 융자 실행

융자은행

•총
 14개 은행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

액 또는 연간환산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

▶

• 수출중소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

간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실
적이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중
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시중은행(8개) : 기업,

우리, 국민, 신한, 하나(외환), 농협,
씨티, SC제일
- 지방은행(6개) :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신청방법

• 수출예상기업

: 과거 수출실적이 없으나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

업체
- 신청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업체는 신청
불가
융자절차

수출준비기업 및 수출초기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수출관련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보증 사업입니다.

• 수출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기

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
규수출 기업화사업’ 선정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K-Global 300' 선정기업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에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
(www.fund.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매입)에 대한 보증
• 수입신용장

발행(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관련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채권매입(O/A방식)에

대한 보증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창구

: 기술보증기금

전국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www.kibo.or.kr)
• 신청서류

: 수출실적자료

등
진행절차

보증신청 ▶ 상담 및 서류안내 ▶ 서류접수 ▶ 현장평가 ▶
보증승인 ▶ 보증서발급

우대사항

•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
• 신용도

검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문의처

www.kita.net / www.fund.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사무국 02-6000-5206

문의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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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 관리 보험(환변동 보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에
진출(예정 포함)한 국내 지배기업에 대한 보증 사업입니다.

②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신청대상

05
신청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지배기업
① 제조업 또는 제조업을 겸영하는 도소매업이나 서비
스업 영위기업

지원내용

외화금액을 원화로 사전에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입니다.
• 신용상 문제점이 없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

- 단, 신용불량 기업,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
된 적이 있거나 이익금 · 국세 · 지방세 · 국민연금보험
료 연체 중인 기업 등 이용 제한

• 해외진출기업

: 해외종속기업을

보유(예정 포함)하고

② 해외종속기업이 국내지배기업과 동일 업종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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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대상 통화 : USD, JPY, EUR, CNY
상품특징

• 최장

3년6개월까지 환리스크 헤지 가능(수입 환변동

은 1년)

• 해외투자자금보증

: 외화증권취득,

외화대부채권취득

• 계약이행

증거금 또는 담보 없이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및 기타 해외 영업활동 등 해외직접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이용 가능
• 외화자금의

실제 인도가 필요 없는 차액 정산 방식

• 해외사업자금보증

: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종

속기업의 원활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 지배기업의 의뢰로 발
생하는 금융회사의 보증신용장에
대한 보증
신청방법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창구 : 기술보증기금

전국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kibo.or.kr)

구분

수출 환변동

수입 환변동

가입목적

환율하락에 따른
손실방지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방지

가입기업

수출기업

수입기업

보험금지급

환율하락 시

환율상승 시

이익금환수

환율상승 시

환율하락 시

지원한도

• 신청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현지국가의 투자허가서,

실헤지 수요 범위 내(타기관 헤지잔액 등 감안)

해외사무소 등록증 등
신청방법
진행절차

보증신청 ▶ 상담 및 서류안내 ▶ 서류접수 ▶ 현장평가 ▶
보증승인 ▶ 보증서발급

• 신청서류

: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헤지수요 조사표,

환변동보험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수출입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진행절차

문의처

www.kibo.or.kr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신청창구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및 국내지사

문의처

인수한도 책정 ▶ 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발급
▶ 결제일 통지 ▶ 손익정산(보험금 · 환수금)

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환위험관리팀 02-399-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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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지원

수출보증보험

수출 및 수주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 등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위험을 덜어줍니다.
이행성 보증

07
신청대상

지원프로그램

•국내기업 또는 해외자회사

수입이행성
보증

•국내기업

해외사업
이행성보증

•국내기업 또는 해외자회사

•수출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거래

• 상기

수출자의 해외공사 및 수출거래(중계무역 및 외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과 관련된 거래

인도수출 제외)를 위해 수출보증서를 발급하는 금융기
관(보험계약자)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와 관련된 거래
지원내용

지원프로그램

신청대상
수출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수입금융보증

수입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전년(또는 최근 3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외

수주실적 증명서, 주요 해외공사(수출) 수행
프로젝트 및 향후 수주예상 프로젝트 개요,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등

• 이행성

보증 : 입찰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이행보

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에 대해 보
증대상거래의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서에
서 요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인수한도

책정) : 수출보증서 발행 이전
• 신청창구

: 무역보험공사 중소형프로젝트팀

해외사업금융보증 해외사업관련 대출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지원내용

• 금융기관(수출보증서

발급 은행)이 보증수익자(수입자

혹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아 그 보증
조건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 보상

채무 보증

수출금융보증

• 수출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아래 수출자

- 국내수출자
- 외국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수출자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국내기업 지분 50% 초과
또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시)
- 상기 수출자의 국내하도급업체(1차 하도급)

신청대상

수출이행성
보증

수입자(발주자)에게 이행성보증서(AP, P, Bid, W Bond 등)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진행절차

인수한도 신청 ▶ 인수한도 책정 ▶ 수입자 신용 조사
▶ 보험 청약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 채무

보증 : 보증대상

채무의 원금과 그 이자를 합한 금

액 이내
신청방법

• 신청창구

: 한국수출입은행

플랜트금융부 기업금융부,

해양프로젝트금융부, 해양금융단 및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 신청서류

: 보증승인신청서,

대상거래계약서 등

문의처

www.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플랜트금융부 02-3779-6411
기업금융부 02-6255-5428
해양프로젝트금융부 051-922-8829 해양금융단 051-922-8874

문의처

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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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

수출자금 조달, 수출채권 현금화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09
신청대상

-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 금지, 보증
제한 및 기타 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상품내용

지원프로그램

신청 대상

수출신용보증
(선적 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 보증기간 : 1년 이내, 보증비율 90% 이내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수출기업이 결제기간 2년 이하 거래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될 때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거래
• 이용요건


- 수출자 :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기업으로 공사 수출자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 국별

인수방침에 따라 인수제한국에 소재하
지 않는 수입자로, 공사 수입자 신용등급 F급
이상
지원내용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2년 이내)
** 연계보험 의무 가입

수출신용보증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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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수출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상환청구조건주) 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1년이내·무신용장)
** 연계보험 가입 선택 가능
주) 수입자 미결제 시에도 수출기업 최종상환 책임

신청방법

주요 계약사항
구분

세부 내용

보험 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수출대금

부보율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이내

보험금액

보험가액×부보율

지급 보험금

(손실액-면책대상손실)×부보율

보험료

보험금액×보험요율

• 신청기간

: 신용조사

완료 후 이용에 제한사항이 없는

수입자에 대하여 보상한도 신청
신청방법

• 신청창구

: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및 국내지사

• 신청창구

: 사이버영업점(cyber.ksure.or.kr)


• 신청서류

: 청약서,

상사현황표,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

• 신청서류

: 국내기업

신용조사 의뢰서, 수입자 신용조

증명서, 금융기관거래 상황확인서 등

문의처

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830

사 의뢰(사이버영업점 이용), 수출실적증명
서(별도 요청 시) 등

문의처

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보험총괄실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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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상품 수출, 기자재 구매 또는 우리
기업 앞 해외 프로젝트 발주 등을 위해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연불금융 제공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1

국내외 금융기관이 국내기업 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해외수입자 앞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국내 · 외 금융기관(보험계약자)

신청대상

국내기업 앞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보험계약자)

지원내용

수입국 비상위험 또는 수입자 신용위험 발생으로 금융기
관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지원내용

수입국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발생으로 금융기관이 대
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신청시기

: 금융계약

체결 이전(단, 거래추진 초기 단계

신청방법

• 신청시기

: 금융계약

체결 이전(단, 거래추진 초기단계

신청방법

부터 무역보험공사와 상담 진행이 바람직)

부터 무역보험공사와 상담 진행이 바람직)

• 신청창구

: 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본부 · 해양금융

• 신청창구

: 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본부 · 해양금융부

부(선박금융 관련)

(선박금융 관련)

• 신청서류

: 금융계약서 및 투자계약서 사본, 수입자(차

• 신청서류

: 금융계약서

및 수출계약서 사본, 수입자(차

주) 및 지급보증기관 관련 서류, 지급보증서
또는 위험담보장치 내용 증명 서류 등

주) 및 지급보증 기관 관련 서류, 지급보증서
또는 위험담보장치 내용증명 서류 등
지원절차

인수상담 ▶ 인수의향서 발급 ▶ 프로젝트 실사
▶ 보험청약 ▶ 인수심사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유의사항

• 공적

수출신용 분야 의 공정 경쟁을 위해 마 련된

지원절차

인수상담 ▶ 인수의향서 발급 ▶ 프로젝트 실사
▶ 보험청약 ▶ 인수심사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유의사항

• 담보위험은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신용위험 발생

시 국내 차주 앞 구상 원칙
-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약정서 체결

OECD협약 준수 필요
- 최저보험요율, 선수금(15% 이상), 최장 상환기간, 원
리금 상환방법 등 규제
• 수입국이

OECD 발표 Sustainable Lending

Principles 대상국가(저소득 고채무국)일 경우, 수출
금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www.ksure.or.kr

www.ksure.or.kr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5083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3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5083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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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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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융 활용(1)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 혹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앞 결제기간 2년 초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국내외
금융기관(보험계약자)

13

지원내용

• 수출기반자금자금

(Export Facilitation Loan)

- 대리점 · 중개인을 통해 한국기업으로부터 수입된 물
품 · 서비스를 현지 구입하는 해외 현지기업 · 현지인
앞 구매자금 지원
- 한국산 물품 · 서비스의 수출증대, 한국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 앞 시
설 · 운영 · 기타자금 지원

부터 무역보험공사와 상담 진행이 바람직)
• 신청창구

: 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본부 · 해양금융부

(선박금융 관련)
• 신청서류

: 금융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수입자(차주) 및

인수상담 ▶ 인수의향서 발급 ▶ 프로젝트 실사
▶ 보험청약 ▶ 인수심사 ▶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 발급

유의사항

• 특정

수출 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금융계약 부보 가능

• 수출자금

(Export Loan)

- 한국기업으로부터 물품 · 서비스를 수입하는 해외 현
지기업 앞 수입결제자금 지원

• 신청시기

: 금융계약

체결 이전(단, 거래추진 초기 단계

지원절차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 · 수입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① 한국기업의 수출거래 지원

수입국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발생으로 금융기관이 대
출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지급보증기관 관련 서류, 지급보증서 또는
위험담보장치 내용 증명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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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구분

수출자금

수혜자
자격요건

-

수출기반자금
최근 2년간 한국으 로부터의
수입실적이 미화20만불이상
(단, 한국기업 고용 예정인 10백만불
이상 인프라 사업 발주처는 미적용)

단기 : 2년 미만

- 지분참여(10%

이상), 장기구매 계약, 운영 및 관리 계약 등

대출기간

구매 · 시설 · 기타자금 :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장기 : 2년 이상
∼ 10년 이하 운영자금 : 3년 이내

대출금액

단기 : 계약금액의

소요금액의 90% 이내이면서
100% 이내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동안 한국기업과의
장기 : 계약금액의

85% 이내 계약금액의 150% 이내

원금
연 2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상환 방법 (대출기간 2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구비서류

www.ksure.or.kr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프로젝트금융총괄실 02-399-5083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양금융부 051-630-5413

선적서류사본,
수출자확인서 등

과거 수입실적 증빙, 한국수출자의
추천서, 자금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www.koreaexim.go.kr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
02-3779-6365, 6367, 6370, 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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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금융 활용(3)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 · 수입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지원내용

13

• KRC

사업자금 (KRC Business Loan)

지원내용

* 해외 한국계기업(KRC; Korea Related Company) : 한국기업이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해외 현지기업

• 해외사업활성화자금(Overseas

Business Facilitation Loan)

- 해외 한국계기업으로부터 물품 · 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현지기업 앞 구매자금 지원
- 해외 한국계기업의 판매량 증대, 시장점유율 증대 등
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 앞 시설 · 운영 · 기타
자금 지원
구분
수혜자
자격요건
대출기간

KRC 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

최근 2년간 해외 한국계기업과의
거래실적이 미화 20만불 이상
(시설 · 운영 · 기타자금 지원에 한함)

지원조건

•시설 · 투자자금 :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운영자금 : 3년 이내

시설 · 투자자금 소요금액의 90% 이내이면서 대출
: 소요금액의
신청일 전월로부터 대출기간 에
90% 이내
상응하는 과거 기간동안 한국기업과의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150% 이내
운영자금
(단, 한국계기업으로부터의 구매자금은
: 소요금액의
소요금액의 100% 이내)
100% 이내
원금
연 2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상환방법 (대출기간 2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구비서류

과거 거래실적 증빙, 해외 한국계기업
자금소요증빙 등 추천서, 자금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특이사항

•대출승인시 수출기여도 측정을 위한
지표(Evaluation indicator)를 설정
•대출집행 후 매 6개월마다 사후관리
실시 및 확인(시설 · 운영 · 기타자금
지원에 한함)

-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
02-3779-6365, 6367, 6370, 6373

수입활성화자금(Import Facilitation Loan)
- 한국기업이 필요한 주요 전략 원자재 · 부품 · 기계류의
수입 안정화 또는 수입 단가하락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현지기업 앞 시설 · 운영 · 기타자금 지원
구분

수입활성화자금

수혜자
자격요건

최근 2년간 한국으로의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 또는 1년 이상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요
전략 원자재 · 부품 · 기계류 수출 현지기업

대출기간

시설 · 기타자금 : 개별거래 특성에 따라 결정
운영자금 : 3년 이내

대출금액

소요금액의 90% 이내이면서 대출신청일 전월로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과거기간동안 한국기업과의
계약금액의 150% 이내

원금
상환방법

연 2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대출기간 2년 이하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 가능)

구비서류

과거 수출 실적 증빙, 한 국 수입자 의 추천서,
자금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특이사항

•대출승인시 수입안정화 기여도 측정을 위한
지표(Evaluation indicator)를 설정
•대출집행 후 매 6개월마다 사후관리 실시 및 확인

④ 지원절차
1. 전대금융 대출상품 중 적합한 상품 찾기
2. 전대금융 신용한도가 설정된 현지은행(전대은행) 확인
3. 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 해당국가 담당자 앞 전화 상담(전대금융
이용 가능여부 확인)
4. 현지고객이 전대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하도록 안내
5. 전대은행이 현지고객 앞 대출이 가능한지 내부 검토
6. 전대은행이 대출 취급 의사가 있는 경우 전대은행이 수출입은행
앞 대출승인 신청
7. 수출입은행이 전대은행과 대출 지원조건 등을 협의 후 대출 승인 및 집행

www.koreaexim.go.kr

www.koreaexim.go.kr
문의처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 · 수입 ·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한국기업의 수입거래 지원

- 해외 한국계기업* 앞 시설 · 운영 · 투자자금 지원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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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실
02-3779-6365, 6367, 6370, 6373

07. 무역·투자 금융 지원

07. 무역·투자 금융 지원

13

07. 무역 · 투자 금융 지원

전대금융 활용(2)

해외진출 KEY INDICATOR 08

현지 인프라로 기업 해외활동 지원
수출인큐베이터, 해외공동 물류센터, 해외 IT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중소 · 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08

중소기업 해외진출 인프라 현황

01. 수출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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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열린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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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해외IT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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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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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K-Move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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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자동차부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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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P150

08.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P151

[자료 : 해당기관 자료 종합]

수출인큐베이터

해외 IT지원센터

14개국 22개소

5개국 6개

해외공동 물류센터

K-MOVE센터

78개국 119개

센터 16개, 거점 11개

소재부품 해외공동 사무소
(해외 GP 센터)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7개

1개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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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큐베이터

열린 무역관

01
신청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거점지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합니다.
•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출유망 품목

02

설치지역

중국

일본

입주
규모

17

멕시코

멕시코시티

9

상하이

22

인도

뉴델리

14

광저우

14

뉴욕

19

해외 출장 시 단기 업무공간이 필요한 기업, 무역관 직원과
기초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등(KOTRA 회원)

선정기준

별도 기준은 없으며, 신청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배정

지원내용

• 업무일

기준 1회 최대 5일 이용 가능(무역관 별 분기당 1회)

7

미국

로스앤젤레스

22

워싱턴

10

시카고

18

분류

세부지원 사항

사무공간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복사기, 회의실 등

체류정보

현지 체류정보 안내

방문상담

방문 상 담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 현지
경제동향 등 기초상담 지원

충칭

8

호치민

15

하노이

15

독일

프랑크푸르트

15

• 현지

공휴일 등 무역관 업무시간 외에는 지원 불가

도쿄

15

러시아

모스크바

4

• 바이어 상담주선, 통역 · 차량 지원 등 유료 서비스는 미제공

10

UAE

두바이

6

싱가포르 싱가포르

지원내용

설치지역

베이징

시안

베트남

입주
규모

KOTRA 해외무역관 방문 고객에게 사무 공간을 개방하고
시장정보 제공 및 기초 상담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중소제조업(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지식서비스
업 영위 중소기업
• 설치

지역 및 입주 규모(276개사)

145

칠레

산티아고

9

카자흐스탄

알마티

7

태국

방콕

10

미얀마

양곤

10

• 사무공간(3~4평)

및 공동 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

인터넷 등 행정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방문 1주 전 예약(근무일 기준)
• 신청창구 : KOTRA홈페이지(www.kotra.or.kr)

→

‘열린무역관’에서 신청
지원절차

• 생활정착

서비스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출유관기관

사업과 연계한 마케팅 지원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지원서비스 안내
▶ 수출지원 ▶ 1 : 1 맞춤형서비스 ▶ ‘열린 무역관’ 신청 ▶
무역관에서 일정 검토 후 이용 가능여부 안내 ▶ 출장시행
및 열린 무역관 이용

• 최장

4년
지원절차

중진공을 통한 참가 신청(수시) ▶ 선정심의위원회
(KOTRA, 중진공) ▶ 업체 선정 통보(약 1.5~2개월 소요)
▶ 입주 협약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 입주

www.kotra.or.kr / www.kosmes.or.kr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팀 055-751-9673

www.kotra.or.kr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02-3460-7216/7319
각 무역관(대표 e-mail / KOTRA 홈페이지 참고)

08.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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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IT지원센터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03

ICT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미 · 중 · 일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IT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업

정보통신(ICT)분야 수출 역량 및 기술 경쟁력 보유 중소 ·
중견기업

지원규모

총 87개실
- (미국 실리콘밸리) 55개실
- (일본 도쿄) 16개실

선정절차

지원내용

04
신청대상

지원내용

• 입주기업

맞춤형 핀포인트 마케팅 지원(KOTRA 무역관

사업 연계지원)
• 전문가

정기 세미나 개최, 맞춤형 ICT 정보 조사 제공
• 법인설립

및 경영 상시 자문 지원
신청방법

장 마련
진행절차

제출서류

문의처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접속 ▶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상담 ▶ 신청하기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내방 상담

- KOTRA 본사 5층, ICT프로젝트실 융복합산업팀 내
상담센터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한국어/
현지어)
서류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전문가 심사

(본사)

(현지)

입주신청서
기업소개서
해외진출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입주 적격성
해외 진출 계획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472, 7470

•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전화/이메일 상담

- 김명희 전문위원			
(02-3460-7753 / mhkim@kotra.or.kr)
- 공정훈 전문위원 			
(02-3460-7754 / danikong@kotra.or.kr)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맞춤형 서비스’
▶ ‘해외 인프라 공유’ ▶ ‘해외IT지원센터’ ▶ 입주 신청 ▶
1차 서류심사 (ICT분야 공정위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
을 제외한 IT분야 중소, 중견기업) ▶ 2차 심사 (기술력, 제
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 전문가 심사) ▶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 사후관리

(연중수시모집)

• 해외

ICT 시장진출 애로해결 및 컨설팅

- 해외진출 의사결정
- 시험판매
- 전략적 제휴 (유통/자본/R&D)
- 협상 및 계약
- 기업 및 제품의 현지화
- 현지거점 설립

• 현지

사무공간(독립형 입주 사무실) 제공 및 현지 정착 지원

• 현지

ICT 바이어 · 투자가 발굴 지원 및 정기 네트워킹

•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및 ICT 융합 분야 수출기업

- 하드웨어(컴퓨터, 통신기기), 기타 ICT 융합기기 등
- 소프트웨어 (솔루션, 패키지소프트웨어, 모바일앱 등)
- IT서비스, 산업별 (공공, 금융, 제조, 유통, 서비스 등)
SI 프로젝트 및 인터넷 서비스 등

- (중국 베이징) 16개실

서류심사 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한해 현지 전문가 심사
실시 후 선정

ICT분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센터로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출국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제품 및 서비스 확인 등 기업 현장방문 필요 시, 출장

상담 가능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융복합산업팀 02-3460-7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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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ve 센터 운영

자동차부품 지원 사업

05
이용대상

지원현황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취업 희망 구직자, 한국 청년인력이 필요한 해외 현지
기업, 한국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 교포기업 등

06
지원내용

K-Move 센터 및 거점 · 지원 무역관 현황

* 주요 타겟 해외기업 : 폭스바겐, 닛산, GM, 볼보 등

오사카, 나고야, 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치민, 하
노이, 시드니, 베이징, 홍콩, 두바이, 멕시코시티
(총 16개소)

•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GTT)

: 11월/송도컨벤시아

- 글로벌 완성차 · 부품업체 대상 전시 · 상담회 개최

• 거점

: 실리콘밸리,

토론토, 함부르크, 런던, 부다페스트,

후쿠오카, 쿠알라룸푸르, 뉴델리, 멜버른, 오클랜드,
상하이(총 11개소)

• 자동차

산업코디네이터

-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출전문위원, 해외무역관 근무
경험자로 구성하여 자동차부품 산업 트렌드 및 기업
상품 특성을 고려한 1 : 1 맞춤형 수출마케팅 컨설팅
진행

• 지원

: 디트로이트,

워싱턴, 시카고, 달라스,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바르샤바, 모스크바, 헬싱키, 방콕, 마
닐라, 양곤, 프놈펜, 첸나이, 다낭, 칭다오, 톈진,
광저우, 선양, 다롄, 난징, 항저우, 타이베이, 상파
울루 (총 24개소)

이용방법

문의처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해외 일자리 발굴

해외현지 기업, 한국기업 해외지사, 교포
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

현지 취업박람회

한국인재 채용수요가 있는 현지기업과
현지 한국인재(유학생)와의 1 : 1 면접 기회
제공

취업 컨설팅

지역별 해외취업 희망자 와 현지 취업
전문가를 매칭하여 취업 촉진

멘토링

해외 각국의 멘토단이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상담, 현지 생활 정보제공

• Korea

Autoparts Plaza(KAP)

-글로벌 완성차, OEM 업체 대상 현지 무역사절단 파견
- 해외 바이어 구매정책 설명회, 1 : 1 수출상담 주선, 공장
시찰 등
- 연간 8~9회 시행(코로나19로 일부 온라인 추진)

• 센터

: 뉴욕,

로스앤젤레스,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도쿄,

지원내용

글로벌 완성차 및 유력 부품업체 납품을 위해 수출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공동 사무 공간 등을 지원합니다.

• 온라인

상품관(자동차부품, 자동차 에프터마켓)

- Buykorea에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 에프터마켓 온
라인 상품관을 개설하여 기업 제품의 홍보, 구매오퍼
발굴, 1 : 1 화상상담 등 추진
- 연간 12,000 이상의 바이어 구매 오퍼 상시 발굴

이용시기 : 상시

www.kotra.or.kr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91

문의처

www.kotra.or.kr
KOTRA 소재부품팀 02-3460-7664 / 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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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네트워크 사업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07
지원대상 및
참가비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
중견기업에게 KOTRA 해외무역관이 물류인프라를 지원합니다.
• 신청

지역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국내 중소 · 중견기업

08

중국에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 제작업자 및 개인/기술 작업 수주 목적 기술
서비스업체

지원내용

중국 베이징 내 필름비즈니스센터 공간 내 개별 사무실을
제공하고 법률자문 서비스, 네트워킹, 컨설팅, 통역 서비스
등 지원

70%, VAT포함)

지원내용

국고지원금(B)

한도 총액(A+B)

30만원
300만원

70만원
7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중국과 공동으로 영화 제작을 추진하는 업체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협업 기반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매칭펀드로

지원(기업분담 비중 30% : 국고분담 비중
참가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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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무공간 입주지원

단기입주 종합지원

※ 한도 총액은 100만원 단위로 구분(총 10단계 중 택일), 소진 완료 시
추가신청 가능

이용기간

최장 6개월
(월별 갱신)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

• 현지보관

및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사무공간

개별 사무실 1실

공용사무실 1실

거주공간

-

입주사별 1인 지정공간
숙박비 80% 지원

입주가능수

동시 입주
최대 4개 업체

동시 입주
최대 3개 업체

등 지원
* 물류창고 내 보관 필수(기타 서비스는 필요에 따라 이용)

• 무역관

소재 전지역 신청 가능
*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쿠웨이트, 가나 등 일부 지역 제외

• 지원기간

: 협약시작일 ∼ 동일년도 11월 30일까지

지원내용

법률자문, 통역, 현지 네트워킹, 컨설팅 등

• 1개
 사당 최대 5개 지역까지 신청 가능

기타사항

사무공간 입주자에게는 저작권등록 서비스 제공

• 물류비

절감방안, 현지 최적의 물류수단 확보 등 물류

컨설팅 제공
신청방법

신청방법

- 단기 입주 종합지원 : 온라인

수시 접수, 입주 최소 7일
전 신청, 입주사별 1회 최대 15일,
연간 30일 이내
- 사무공간 지원 : 온라인 접수, 입주 최소 7일 전 신청,
입주사별 연간 최대 6개월, 1개월 단위
갱신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신청 ▶ 수출지원

1 : 1맞춤형 서비스 ▶ 해외물류네트워크 ▶ 해외 공동
물류센터
▶

• 연중

수시(선착순 모집, 예산소진시 국고미지원 모집으

로 전환)
진행절차

문의처

• 신청창구

: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정보 웹사이트

사업참가신청 ▶ 지원가능 여부 검토 ▶ 참가업체 선정 ▶
참가비 납부 및 가입 완료 ▶ 무역관과 협약서 체결 ▶ 사업
지원개시

www.kotra.or.kr
KOTRA 유망기업팀 02-3460-7428/7445/7438

• 신청시기


(www.kobiz.or.kr)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단기입주/사무공간

입주 신청서(온라인작성)

1부 등

www.kobiz.or.kr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교류팀
+86-010-6585-9362 / 051-72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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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KEY INDICATOR 09

국내기업 332개사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국내기업과 현지기업간의 1 : 1 비즈니스 상
담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한 국내
기업은 332개사로 현지기업들과 총 3,143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 성과

09
해외 취 · 창업 지원
01. 해외취업종합정보(WorldJob+)		

P154

02. 글로벌 일자리대전			

P155

03. ICT 글로벌 창업지원			

P156

04.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 · 연수

P157

05.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P158

06. 해외취업 · 연수지원(K-Move 스쿨)

P159

07. 해외취업정착지원금		

P160

08.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P161

09.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P162

[자료 : KOTRA]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미얀마
태국

요르단

콜롬비아

쿠웨이트

캄보디아

에콰도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

국가

국내기업 참가 수

말레이시아

국가

국내기업 참가 수 상담건수
45개사

265건

폴란드

19개사

상담건수
108건

캄보디아

23개사

170건

스웨덴

43개사

335건

우즈베키스탄

43개사

302건

인도

9개사

68건

카자흐스탄

45개사

304건

방글라데시

33개사

159건

요르단

15개사

165건

키르기스스탄

37개사

289건

쿠웨이트

19개사

139건

태국

56개사

408건

콜롬비아

22개사

104건

미얀마

35개사

235건

에콰도르

11개사

92건

154

신청대상

09. 해외 취 · 창업 지원

해외취업종합정보(WorldJob+)

글로벌 일자리대전

해외진출 정보, 해외취업연수·알선 등 구직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해외취업연수


- (운영기관) 국외 유 · 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및 대학
- (청년)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 대한
민국 청년
• 해외취업알선

- (구인기업) 한국인력 채용을 희망하고 근무지가 해외인
기업
- (청년)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청년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에 부
합하는 개인
- 만 34세 이하 부모 또는 배우자 및 신청자 본인의 건
강보험료가 소득 6분위 기준금액 이하인 자, 월드잡
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 체결한 자, 공고에
서 제시한 취업일 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인정 기준 : 취업비자

취득,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단순노무직 제외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취업
설명회

국가 별 비자 정보, 취업 전략, 유망직종, 취업
성공사례 등 맞춤형 정보 안내

해외취업
연수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수료 후 취업 연계 지원

해외취업
알선

국내 · 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 해외업체와 해외취업을 희망 하 는
구직자를 연결

02

외국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한국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과 한국 구직 청년 간의 1:1 면접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대상

해외취업 희망 구직자, 한국 청년인력이 필요한 해외 현지
기업, 한국기업 현지법인 또는 지사, 교포기업 등

지원내용

• 구인기업-구직자

1 : 1 채용 면접
• 기업

채용설명회 및 해외취업 환경 설명회
• 해외취업

멘토링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 2회 (별도 공지)

사전행사

• 글로벌

일자리대전 개최 전 해외취업 역량강화 지원
• (해외취업

환경설명회) 해외취업희망 상위 국가의 취업

정보 제공
• (취업코칭)

맞춤형 면접 가이드 제공 및 모의면접
진행절차

참가기업 모집

참가 구직자 모집
(서류심사)

채용 및 결과보고

참가기업-구직자
면접진행

해외취업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
정착지원금 적응을 위하여 인센티브(400~8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신청시기

: 수시(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고)
• 신청창구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서 신청
• 신청서류 : 사업공고 확인 후 월드잡플러스에 해당 사

업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 접수

문의처

www.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052-714-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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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www.kotra.or.kr
KOTRA 해외취업팀 02-346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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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외 취 · 창업 지원

ICT 글로벌 창업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연수

ICT 분야 혁신기술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원대상

ICT분야 혁신기술기업 및 해외 진출(예정)기업

지원내용

• 컨설팅


- 해외

법률 · 특허 · 회계 ·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분야 관련
내부 컨설턴트를 통한 전문컨설팅 상시 지원
- 내부 컨설팅 후 필요시 2차 외부 컨설팅 지원
-각
 분야 컨설팅 당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원
분야
법률

지원대상

주요과정

세부내용

회계

•회계, 세무, 기업가치 평가, M&A, IPO 등

- 주요 해외채널들과의 수요 연계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 Meet-up


-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한 스타트업 맞춤형 솔루션 지원
-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무공간 및 편의 시설 지원
- 목표 시장 현지 프로그램 진행
신청절차

- 정시선발 : 연 1회 100개사 내외 기업 선발(완료)
- 수시선발 : 연중 50개 내외 기업 선발(마감시까지 수시선발)
• 접수방법 : 본투글로벌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접수

K-ICT 본투글로벌센터 031-5171-5637

온라인 수출
마케팅 과정

글로벌 온라인마켓 진출 희망기업 역량
강화과정(주요 플랫폼 입점, 검색엔진 최적화,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교육)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중소 · 중견
기업을 지원할 컨설턴트 양성 과정

외국인
투자유치 교육

• PMF(Product-Market-Fit)프로그램


www.born2global.com

수출 초보 · 유망 ·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수출교육과정
(수출 첫걸음 과정,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과정)

KOTRA 글로벌 중소 · 중견기업 CEO 대상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CEO 아카데미 강화과정

• 보육

공간 지원

문의처

세부내용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별
진출전략 교육과 정(중 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중남미, 러시아 · CIS 등)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주도 국가들의 선진 제조업 트렌드
벤치마킹 연수단 및 스마트팩토리 성공모델 벤치마킹 연수과정

•PR, 디지털마케팅

• 정시선발 및 수시선발

구분
글로벌
지역전문가
육성 과정

기업 역량별
맞춤형 과정

• 해외

로드쇼

신청절차

교육 대상 및 수강료
- 과정별 수강 대상 및 수강료 상이(유 · 무료)

해외시장개척 관련 교육 및 무역실무 통합형 해외
산업별 해외시장
연수과정(글로벌 기업 본관 주재 특강, 개별상담,
개척 심화연수
해외 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

•해외사업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등
•해외특허출원, IP위험관리, IP R&D 전략
컨설팅 -해외상표/디자인/저작권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국가 내 유망산업부문 수출 마케팅 역량
산업별 해외시장
강화과정(화장품, 자동차부품, 식품, 의료기기,
개척 과정
유통 등)

•해외현지 법인설립 및 법인 운영 법률자문

특허

크리에이티브
마케팅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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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내 외국인투자유치 담당자의
투자 유치 실무 역량 강화과정

교육 신청 방법
- KOTRA아카데미 홈페이지(academy.kotra.or.kr)
교육공고란
- 교육공고 카테고리에서 과정별 신청방법 확인

academy.kotra.or.kr
KOTRA 아카데미 02-3497-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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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외 취 · 창업 지원

03

09. 해외 취 · 창업 지원

158

09. 해외 취 · 창업 지원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해외취업·연수지원(K-Move 스쿨)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비즈니스 외국어 및 FTA 등 무역
실무 분야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신청대상

무역업계 재직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취업 준비생

교육과정

단기과정

06
신청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쳐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34세 이하(공고일 기준)로 해

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저소득층 또는 취업애로
청년층 우선 선발)

구분

세부내용

기초무역실무

정규무역실무, 신입사원 무역실무, 무역실무기초
단기속성, 초스피드 무역스타트업 등

무역실무심화

신용장, 운송/통관, 수출입리스크관리, 관세
환급 등

마케팅 · 외환

브랜드 마케팅, 수출마케팅 실습, 비즈니스
협상, 환위험관리 등

비즈니스
외국어

사업개요

연수 프로그램

비자종류

장기
K-MOVE
스쿨

단기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비자

트랙Ⅱ

급여 수준
국가, 직종별
별도 기준

3,200만원 이상

영문 이메일 작성기법

FTA
주력산업
전문가

FTA 종합무역실무, FTA 원산지관리, FTA
사후검증 대응전략 등

운영방법

대학 및 민간 전문기관(해외취업운영기관)에 위탁

화장품/의류섬유 수출 전문가 양성과정

신청방법

신청창구 :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
별도 공고

지원금액

• 장기(1인당

최대 800만원)

인도, 베트남, 일본, 러시아/CIS 해외시장 진출
전략과정 등

해외시장 진출

• 단기(1인당

최대 580만원)

취업연계과정(장기과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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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무역마스터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한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Smart Cloud IT
마스터

ICT지식 및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IT인재양성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

베트남 현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중간관리자) 양성

KITA
일본취업학교과정

일본취업 맞춤형 교육 및 잡매칭을 통한
일본전문가 양성

• 트랙Ⅱ(1인당

최대 1,350만원)
※ 지원금액은 연수기관으로 지원
※ 세부 정보는 월드잡플러스를 참조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양식
• 수강안내 :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 참고

(www.tradecampus.com)

문의처

www.tradecampus.com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02-6000-5373

문의처

www.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연수부 052-714-861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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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해외 취 · 창업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연령

: 만 34세이하

08
신청대상

• 소득수준

: 부모 또는 배우자 등 합산소득액이 6분위 이하
• 기준일

이후 해외취업한 자 		
※ 해당 기준일은 월드잡플러스 공고 참조

• 취업인증기준 : 취업비자 획득, 단순노무직 이외 직종으로

연봉 1,500만원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		
※ 취업자의 근무지가 국외여야 하면, 출국하여 실제 근무가 시작된 경우
에만 취업으로 인정(외국계 기업이더라도 국내 근무일 경우는 불인정)

지원내용

• 지원금액

(세부사항은 월드잡플러스 – 공지사항 참조)
지원금액

지원방식
(1차)취업 후 1개월: 300만원 지급

지원금
우대국가

최대
800만원

지원내용

(2차)취업 후 6개월: 1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창구

: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

신청기한

1인당 200만원

1인당 300만원

인원

600명

200명

예산

12억원

6억원

• 지원대상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 외

제출서류

여권사본,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취업비자
사본, 취업알선 소개비용 확인서 등

진행절차

• 신청서 등 제반서류 월드잡플러스 제출(공지사항 참조)

• 진행절차

: 회원가입 ▶ 근로계약 체결 ▶ 1차 정착지원

금 신청(취업 1개월 후) ▶ 2차 정착지원금 신
청(취업 6개월 후) ▶ 3차 정착지원금 신청
(취업 12개월 후)

지원금

- 취업일 : 2019년 11월 1일 이후 취업자에 한함
- 구직자 : 근로계약 기간 12개월, 연봉 2,400만원 이상
- 직종 : 청소원,

가정부, 음식서빙, 주유원 등 단순노무
직 배제
- 비자 : 해당국

취업비자 취득(관광 · 학업 · 워킹홀리데이
비자 불인정)

(3차)취업 후 12개월: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지원방식
(연봉 3,500만원 이상)

• 취업인정

기준

(1차)취업 후 1개월: 200만원 지급
최대
400만원

지원금액
(연봉 2,400~3,500만원)

영리법인

(2차)취업 후 6개월: 200만원 지급
(3차)취업 후 12개월: 3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지원금액(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참조)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해외취업 소요비용 일부(소개요금)
를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지원하여 해외취업 활성화 및 구
직자 비용부담 경감

• 지원규모

: 4,400명

구분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취업 알선기관이
알선을 진행할 때의 알선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구분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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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 행정처분 유무 조회 ▶ 신청서류 검토 · 심의
▶ 사업참가 대상공지

• 1차
 : 근로개시 1개월 이후부터 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
• 2차 : 근로개시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
• 3차
 : 근로개시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신청 가능

www.worldjob.or.kr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1577-9997
문의게시판 : 월드잡플러스 – 해외취업상담 – Q&A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문의처

www.worldjob.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052-714-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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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사업개요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사업(O.K.프로젝트)
청년 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기반을 마련합니다.
•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 Project
• 지원대상

및 요건

- 장기(3개월~1년) 인턴 과정 : 		
사법연수원 수료자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
- 단기(2주~1개월) 인턴 과정 : 		
예비법조인(사법연수원생 또는 로스쿨생)
지원내용

• 장기

인턴과정

- 법무부 · 대한변협 · 세계한인변호사회 공동으로
「O.K.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청년법조인을 교육
- 국제업무에

정통한 변호사 등을 강사진으로 섭외하여
교육하고, 아카데미 수료자들을 해외로펌 등에 장기
인턴으로 파견
• 단기

인턴과정

- 예비 법조인들을 상 ·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해외로
펌,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국제기구(IBA, UNHCR)
등에 단기 인턴으로 파견
진행절차

• 장기 인턴 과정 : O.K.아카데미를 통한 선발

O.K.아카데미 수강생 선발 ▶ O.K.아카데미 ▶ 장기 인
턴 선발 ▶ 장기 인턴 파견
• 단기

인턴 과정 : 파견기관별 상 · 하반기 인턴 모집 공고,

대상자 선발 및 파견
단기 인턴 모집 공고 ▶ 단기 인턴지원 ▶ 단기 인턴 선발
▶ 단기 인턴 파견
향후 계획

• 2020년

1~2월 제6기 O.K.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및 선발

-3월 진행 예정이었던 O.K.아카데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
• 단기

인턴 과정 지속 운영

문의처

경제외교 활용사례 07

www.moj.go.kr
법무부 국제법무과 02-2110-3661

해외에서도 통하는 제품,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결실

동호기전
한-우주베키스탄 BP참가(2019년 4월)
수출품목 : 농산물 건조기, 농업용 온풍난방기
배 경
2000년 설립 후 10년간 국내 판매에 집중
국내 제품 수요가 하강세에 접어들며 해외로 시장 확대
경 과
2017년 타슈켄트무역관 지사화 사업을 통해
시장 동향 파악 및 신규 바이어 발굴
2018년 중앙아시아-러시아 농업협력 플라자 등에
참가해 수출상담
성과와 의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서 17개사의 바이어에게 제품 홍보
우주베키스탄 M사와 50만 달러,
C사와 4만 4천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하기 전에
해당 시장을 확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 제품을 구입할 만한 구매력을 갖췄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라도
구매력이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니까요.

”

해외진출 KEY INDICATOR 10

대한 수입규제 29개국-211건으로 확대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9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형태로 170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
며,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41건에 달하고 있어 보호주의 확산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교역상대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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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ITA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규제 중

133

19

반덤핑

29
8

조사 중

21

1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 (단위 : 건)

40

32

17

미국

인도

중국

15

13

10

터키

캐나다

브라질

주) 규제중+조사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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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증·표준 정보센터(1381)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국내외 인증·표준에 대한 상담부터 획득까지 기업이 필요한
인증표준 정보를 인증·표준 정보센터가 지원합니다.
• 수출대상국의

인증 취득 및 해외인증 관련정보가 필요

02
신청대상

한 수출기업

구분

해외인증
정보제공

지원내용

• 시험ㆍ인증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

•중소기업 수출에 필요한 품목별 · 국가별
시험 · 인증 정보제공
- 117개국 351종 인증 및 시험정보 제공

는 비용 지원
•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해외인증 자료 대응
- 해외인증에 대한 자료생성 및 공급

차등 지원
*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하 기업 : 70% / 30억원 초과 기업 : 50%

신청기간

통해 온라인 신청(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기업별

한도액이 적용되어 차수당 최대 4건까지 지원

(단, 신남방ㆍ신북방국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가능)

전문
•국내 산업별 · 분야별 전문 시험인증 기관과
시험인증 기관
협업을 통해 인증 · 표준 · 기술규제 전문상담
상담
서비스 제공
1381
홈페이지

• 연3회(2월,

5월, 8월)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산업표준(KS) · 방송통신표준 정보 제공
- 권고표준

21,000여종, 강제표준 22,000여종
•대면 전문가상담 운영(내원 또는 방문)
-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KC) 등

• 지원대상

규격은 CE(유럽), NRTL(미국), NMPA(중국)

등 435종

서비스 내용

•법정 인증, 지자체 인증, 민간 인증 정보 제공
- 20개 부처, 71개 지자체, 69개 기관 335종 인증
국내인증·
표준 상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국내

인증 및 국내외 표준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
상담내용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인증 및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인증별

개별 한도금액에 따라 협약금액이 결정되며, 사업

완료시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금액이 차감될 수 있음
• 컨설팅

비용은 동사업 등록된 컨설팅 기관의 비용에

•www.1381call.kr
- 국내외 인증지원 문의 및 자료실 운영
- 해외인증자료조사, 전문가 상담, 인터넷 상담

한해 지원 가능
• 사업

예산에 따라 부분 탈락 또는 협약금액 일부가 변

경될 수 있음
이용방법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8:00~19:00

산한도 내에서 일부(50% 또는 70%)만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신청창구

: 1381(전국 대표번호), www.1381call.kr

www.1381call.kr / www.ktr.or.kr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1381정보지원센터
02-2092-3995

문의처

www.exportcenter.go.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02-2164-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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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농식품 해외인증 등록 지원

환경표지(마크) 해외인증 지원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농식품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 농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수산물 및 연초류, 비식품 제외)

04

169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해외의 환경표지(마크)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해외 환경표지(마크)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내용

• 지원국가

및 지원내용

* 한식연,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지원내용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기관과 상호검증 대행, 재검
증 면제 등을 통해 해당 기관 환경표지(마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승인

금액)의 70%
- 인증취득비(심사비,

등록비 등), 대행비(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경
• 신청창구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aT 해외인증등록제도 지원 신청서

지원절차

모집 공고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업체 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업체 관할 aT지역본부통보 ▶ 인증취득 후 관할 aT
지역본부에 정산신청 서류 제출 ▶ aT지역본부에서 정산
신청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정산

지원국가

세부내용

북유럽

상호 제도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자국업체의
인증 취득을 위한 협조 · 지원

대만, 태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미국

상호 검증방법을 신뢰하고 자국 업체의
상대국 환경라벨 취득을 원할 경우
검증대행 가능

중국, 일본

일부 품목의 공통기준 개발 및 재검증 면제를
통한 인 · 검증 절차 최소화

* 환경표지(마크)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북유럽(노르딕스완), 독일(블루엔젤), 태국(그린라벨), 대만(그린마크, 녹색
건축자재), 일본(에코마크), 중국(환경표지), 호주(환경라벨), 뉴질랜드(환경
라벨), 미국(그린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양국간 MRA 지속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우편 또는 방문 신청

www.at.or.kr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업육성부 061-931-0863/0865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044-201-2173

www.keiti.re.kr / el.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환경표지인증팀 02-2284-1536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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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출(예정)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특허 · 디자인
· 브랜드 창출 및 지재권 활용 · 보호전략 등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

06
지원대상

(예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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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시 애로가 되는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로 외국으로

수출 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업

* 수출계약서, 수출 업무협약체결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확인

지원내용

•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내용

• 수입규제

동향 정보제공, 국가별 판정절차 안내 및 대

응 실무가이드 공유

기업 상담 및 해외출원 · 심사대응 · 등록 비용지원, 특
허 · 디자인맵, 디자인 · 브랜드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특허 · 디자인 · 브랜드 · 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 · 구축 등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종합지원

• 중소기업의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문 컨설팅 지원
구분

세부내용

수입규제

수입규제 대응센터, 수입규제 대응 실무가이드
및 대응사례, 국가별 對韓수입규제 현황, 수입규제
속보, 주요국 반덤핑 담당기관 안내 등

• 지원규모

: 전체

과제수행 비용 가운데 정부 70% 지원

금액(나머지30%는 기업 자부담(20% 현금,
10% 현물, 단, 해외 권리화 부문은 현금 30%)
• 세부

과제별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창구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를 통한

-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 홈페이지 접수 : www.antidumping.kita.net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지원절차

신청 · 접수(1~2월) ▶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3월)
▶ 세부과제 지원(3월~) ▶ 기업 연차평가 및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검토(12~1월)

www.ripc.org
문의처

• 신청기간

: 상시

지역지식재산센터(대표번호) 1661-1900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042-481-5171 / 8643

문의처

www.antidumping.kita.net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02-6000-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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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애로 해소

수입규제 대응 지원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08

• [국내]

관세 · 비관세 등 통관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지원대상

통관지원센터 및 전국세관(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 032-452-3639 (서울) 02-510-1378
(부산) 051-620-6979 (대구) 053-230-5186
(광주) 062-975-8193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반덤핑, 상계조치, 세이프가
드)의 대상이 된 우리 기업

지원내용

• 외국 조사당국과의 양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도모

- 정부 입장서 전달, 서한 발송
-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공청회 참석
- 외국 조사당국과의 양자 면담
- 실무 및 고위급 면담 등 외교적 계기시 우리측 입장 전달 등

• [국외]

8개 지역 13명의 관세관 파견

- EU, 미국(워싱턴 · LA), 일본, 중국(북경 · 상해 · 청도 ·
대련),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용방법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해외 관세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접 연락

지원내용

• 애로해소 : 해외주재 관세관 활동, 워킹그룹 접촉, 관세

• 선제적 수입규제 대응체제 운영

- 신규 제소 사실 접수 시 이를 업계에 전파
- 수입규제국의 법령 검토 및 설명 책자 발간
- 매월 ‘외국의 수입규제 동향 보고서’를각 산업별 협회
및 관계부처 등에 배포
• 재외공관 현지대응반 설치(14개국)

- 우리 진출기업 대상 수입규제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 조사당국 동향 상시 모니터링
- 조사당국과의 면담 등

청장 회의 등 고위급 회의 개최, WCO 품목
분류 위원회 등 국제기구 회의 의제화 등
• 발생예방 : 관세관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신

• 민관합동 대응 체제 구축

흥시장 및 주요 교역국 통관환경 보고서 발
간, 해외통관애로 사례집 발간 등
참고

우리 제품을 대상으로 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
우리 수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 산업별 협회, 국내외 법률 · 회계법인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유기적인 범정부적 대응

해외통관 애로 대처법
애로 내용

대처(예방)방법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FTA
원산지증명서(C/O)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문제제기로
불인정

수출국(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C/O)의 진본 확인을 위한 서명,
인장을 송부하거나 진위 확인 사이트
조회 안내 및 진본임을 확인하는 서면
발송하여 해결

지원요청

• 시기 : 수시
• 창구 :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02-2100-7693)으로 문의

한국의 품목분류(HS)와
국가간 상이한 품목분류 적용을 방지하기
수출국(상대국) 품목분류
위해 전세계 공통기준에 근거한 품목분류
(HS)를 다르게 분류하여 높은
근거(품목분류의견서) 제공 및 상대국과
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과다 징수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

문의처

www.customs.go.kr
관세청 국제협력팀(해외통관지원센터) 042-472-2197

문의처

www.mofa.go.kr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02-2100-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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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경제외교 활용사례 08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 초기와 운영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해외 진출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개인

지원내용

• 개별

자문 신청 건에 대하여 자문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법령

세미나 개최 : 조세, 노동, 환경, 법, 제도 등 주재국

주요 법규에 대한 설명
• 법률정보

제공 :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 제공 및 책자 발간

현지 무역관과 잘 소통하면
맞춤 매칭과 일대일 미팅도 성공

타임교육
한-태국 · 미얀마 BP참가(2019년 9월)
수출품목 : 교육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상시
• 신청창구

: 아래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재외공관의 경제

담당관(재외공관 홈페이지 참고)
* 법률자문서비스 시행 재외공관현황(’20년 기준) : 34개
중국(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양, 청두, 칭다오, 우한), 나이지리아, 남
아공, 동티모르, 러시아, 루마니아, 몽골,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블라디
보스톡,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영국, 요르단, 우즈
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체코,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
아, 코스타리카, 태국, 터키, 파나마

지원절차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법률자문 신청

재외공관이 1차적 사실관계 파악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재외공관 전달

배 경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유 · 초등 수학교구와
학습 프로그램 개발
경 과
중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을
타깃으로 했으나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 겪음
2018년 싱가포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해
현지 대표 교육기업 V사와 MOU 체결
성과와 의의
2019년 태국 · 미얀마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참가
향후 동남아시아 회원국의 공립학교에
연간 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예상

“

현지에 가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미팅을 갖기 전,
현지 무역관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이 어떤 것인지 현지 무역관에서 확실히 알아야
우리 기업과 맞는 바이어를 소개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www.mofa.go.kr
문의처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법률자문서비스
02-2100-7668

”

지원기관 및 사이트 안내
주요 해외진출 지원기관
기관명
KOTRA

해외진출 관련 주요 사이트
홈페이지

대표전화

www.kotra.or.kr

1600-7119

기관명

홈페이지

경제외교활용포털(KOTRA)

president.globalwindow.org

www.korcham.net

02-6050-3114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114

해외시장 뉴스(KOTRA)

전국경제인연합회

www.fki.or.kr

02-3771-0114

TradeNAVI(한국무역협회)

www.tradenavi.or.kr

www.kbiz.or.kr

02-2124-3114

Trade Doctor(KOTRA)

tradedoctor.kotra.or.kr

Trade SOS(한국무역협회)

tradesos.kita.net

GIP(글로벌ICT포털)

www.globalict.kr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www.kosmes.or.kr

1357

www.koreaexim.go.kr

02-3779-6114

www.ksure.or.kr

1588-3884

www.kiat.or.kr

02-6009-3000

www.kibo.or.kr

1544-1120

www.energy.or.kr

052-920-011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1577-009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051-797-4800

한국플랜트산업협회

www.kopia.or.kr

02-3452-7972~3

www.kocca.kr

1566-1114

www.nipa.kr

02-2141-5000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www.kisa.or.kr

02-405-5118

www.gpass.or.kr

02-6203-7720

kor.icak.or.kr

02-3406-111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043-718-84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www.keiti.re.kr

02-3800-500

한국환경산업협회

www.keia.kr

02-389-7284~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061-931-1114

www.kosfa.org

02-589-1621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1588-0434

영화진흥위원회

www.kobiz.or.kr

051-720-4793

특허청

www.kipo.go.kr

1544-8080

www.hrdkorea.or.kr

1644-8000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조달청
관세평가분류원
K-ICT본투글로벌센터
국제원산지정보원

www.pps.go.kr

1588-0800

www.customs.go.kr

042-714-7530

www.born2global.com

031-5171-5600

www.origin.or.kr

031-600-0701

www.exportcenter.go.kr
news.kotra.or.kr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해외건설협회)

www.icak.or.kr

aT수출지원시스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ess.at.or.kr

중기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www.smtech.go.kr

월드잡(산업인력관리공단)

www.worldjob.or.kr

바이코리아(KOTRA)

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gobizkorea.or.kr

트레이드코리아(한국무역협회)

www.tradekorea.com

주한 외국 대사관/영사관
국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시아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중국
인도
터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유럽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전화번호
02-2077-8600
02-774-2464
02-734-7948
02-790-3814
02-783-5675
02-796-7387
02-790-1078
02-796-1713
02-3785-1041
02-795-3098
02-756-7300
02-792-4257
02-3780-1600
02-721-1700
02-749-0381
02-3210-5500
02-725-6765
02-795-4187
02-732-6737
02-3149-4300
02-739-9511
02-727-7100

국가

유럽

아메
리카

독일

전화번호
02-748-4114

그리스

02-729-1400

헝가리

02-792-2105

아일랜드

02-721-7200

이탈리아

02-750-0200

네덜란드

02-311-8600

폴란드

02-723-9681

포르투갈

02-766-7960

슬로바키아

02-794-3981

스페인

02-794-3581

스웨덴

02-3703-3700

불가리아

02-794-8625

루마니아

02-797-4924

미국

02-397-4114

캐나다

02-3783-6000

콜롬비아
칠레
페루

02-729-1369
02-779-2610
02-757-1735
02-3701-7700

오세 뉴질랜드
아니아
호주
02-2003-0100

MEMO

MEMO

MEMO

MEMO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 앱
설치하기
경제외교 활용포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면 경제사절단 참가
안내, 해외시장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를 이용한 설치
안드로이드 -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 앱 스토어에서
‘경제외교’를 검색

본 핸드북 관련 일반 문의
KOTRA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5)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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