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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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맟춤형 경영활동지원 및 애로사항 신속한 해결   

 ◦ 기업 기(氣) 살리기 다변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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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센터 운영. POMIA, TP 단지 운영 등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합 계 ‘18 ‘19 ‘20 ‘21 ‘22년 이후

총사업비 280 53 56 57 57 57

시  비 280 53 56 57 57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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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추진상황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 2018년 : 429개사 1,248억원 추천, 29억원 이차보전

    - 2019년 : 480개사 1,480억원 추천(2019. 12월)

               * 44억원 이차보전

  ◦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 4,080건, 813억원(2018년) /

                              신용보증재단 1.9억원 재원출연(2019년)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2018년 : 29명(20개사) 202백만원

    - 2019년 : 132명(97개사) 2,176백만원

  ◦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 2018년 : 23명(8개사) 13백만원

    - 2019년 : 76명 74백만원

  ◦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2019년 : 61명 31백만원

  ◦ 중소기업 기술·특허 지원사업

    - 7개 사업, 2.3억원(2018년) / 7개 사업, 2.3억원(2019년)

  ◦ 판로 및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 7개 사업, 1.9억원(2018년) / 6개 사업 1.2억원(2019년)

  ◦ 기업기술단 운영 : 강소기업지원단, 설비솔루션 지원단 운영

  ◦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 15억원(기업당 최대 1억원)   

  ◦ GSV(Global Star Venture) 지원 : 기업당 30백만원

 향후계획

  ◦ 자연재해, 무역분쟁, 급격한 경기 변동 시 신속한 기업지원 시책 추진

  ◦ 중소기업의 자금·기술력 및 시장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점진 확대

  ◦ 청년고용 젊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기숙사 임차비 등 과제 발굴) 

  ◦ 포항창조혁신센터 기업기술단 운영, 스마트 공장, 트러블 슈팅과제 등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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