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사업-12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추진상황

임기내 임기외 국가 국가/자체 자체 신규 지속 예산 비예산 완료 추진중

● ● ● ● ●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경영활동지원 및 애로사항 신속 해결

 ◦ 기업 기(氣) 살리기 내실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소통·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지속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판로 개척, 수출지원 확대,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18 ‘19 ‘20 ‘21 ‘22년 이후

총사업비 280 54 55 56 57 58
시  비 280 54 55 56 57 58

▶ 중앙정부 도움(제도, 재정, 권한) : 無

 연도별 성과(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임기내) ‘18 ‘19 ‘20 ‘21 ‘22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억원 220 41 44 45 45 45

지식재산 창출지원 억원 2.5 0.5 0.5 0.5 0.5 0.5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억원 7.9 1.7 1.1 1.7 1.7 1.7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억원 50 10 5 5 5 5

 추진상황

  ◦ 중소기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 2020년 : 534개사 1,696억원 추천 / 2021년 : 177개사 552억원 추천

         ※ 2020-2021 코로나 19 극복 이차보전 : 122개사 329억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 2020년 : 3개사 13억원 추천 / 2021년 : 5개사 18억원 추천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경북신용보증재단, 2021년 26억원 재원 출연  ※ 2020년 1.9억원 출연

  ◦ 중소기업 인력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중소기업 청년인력채용 인건비 지원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22년도 종료) :  88개사 120명(‘19~20년도 선정자)

     - [‘22년 신규사업] (주력산업분야) 38명, 893백만원 (디자인분야) 6명, 141백만원 

    개별입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2020년 : 51개사 96명 / 2021년 : 17개사 48명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국비)

      - 2020년 : 11개사 45명(신규채용 26명) / 2021년 : 12개사 29명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중 10만원 지원)

     - 2020년 : 99명 / 2021년 : 81명(2021. 12월 현재)

  ◦ 중소기업 역량 강화 지원

   중소기업 특허 지원

     -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경북지식재산센터, 50백만원, 특허청 1:1 매칭)

   중소기업 수출 지원

      -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포항테크노파크, 200백만원)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포항상공회의소, 88백만원)

      -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지원(포항테크노파크, 20백만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경북동부경영자협회, 14백만원)

      -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경상북도경제진흥원, 20백만원)

      - 비대면 판로개척 영상물제작 지원(포항테크노파크. 20백만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포항산업과학연구원, 130백만원)

      - ISO 9001/14001/HACCP 인증획득 지원사업(포항TP, 24백)

   관내 기업 환경개선 지원

     - 중소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경북동부경영자협회, 120백만원)

     -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조성지원 사업(포항테크노파크, 200백만원)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경상북도 경제진흥원, 36백만원)

      -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지원 (10백만원) 

 향후계획

  ◦ 자연재해,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속한 기업지원 시책 추진

  ◦ 중소기업의 자금·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점진 확대

  ◦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 강화(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 과제 발굴)

  ◦ 산·관·연 (중소벤처기업부, RIST, TP, POMIA, 포항상의 등) 연계 기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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