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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수출상담 및 자문

TRADE SOS 지원 컨설턴트 운영

․무역현장에서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컨설팅서비스 제공

․무역전문 인력을 활용, 무역관련 지식 및 노하우 전수

․전국 11개 권역에서 40명의 컨설턴트가 해당 권역 관리

․On/Off-Line을 병행, 중소업체에 무역 토탈서비스 제공

- 해외마케팅 및 계약관련 제반 사항 지원

- 수출이행관련 애로해결

- 금융제도 등 지원제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신 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tradesos.kita.net/)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문 의 :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753-7531)



무역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컨설팅 (전화/내방)

상담분야 전화번호 상담시간 상담자

무역일반

- 수출입절차

- 신용장 등 대금결제

- 통관, 관세환급

1566-5114

월～금 09:00 ～ 18:00 전문상담역

HS Code 분류 월,화,목,금 13:00 ～ 18:00 관세사

국제계약 및 분쟁 매주 화요일 09:00 ～ 18:00 국제변호사

세무 및 회계 매주 수요일 13:00 ～ 18:00 공인회계사

온라인 상담 : www.kita.net ☞ 무역지식

․질문에 앞서 ‘상담사례 FAQ’나 무역상담 Q&A의 기존 질의응답 검색

☏ 문 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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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인력, 정보 부족으로 국제거래 추진에 어려움 있는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투자 관련 영문계약서 법적 검토 및 작성 안내

한국수출입은행 대출업무 관련 법률상담, 기타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상담인력 : 한국수출입은행 내 국제변호사 등

☏ 문 의 : 한국수출입은행 법무실 (02-3779-6491)



․사업개요 : 수출교육, 디자인개발,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지원 등 4개

분야 20여개 세부사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GCL)
*
결과기준에 따라 참여, 소요

비용의 90%∼50%(2,000만원∼5,000만원)까지 차등지원 지원

* 수출인프라, 시장 이해역량, 마케팅 실행역량, 수출 확대역량, 지속성장 역량 등 5개분야

50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최대 5점 만점

․세부지원내역

분(지원비율, 
지원한도) 항목 내용 지원대상

초보

(90%,

2,000만원)

수출교육
무역실무 과정,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과정 등

0∼100만불

이하

(GCL

2.4미만)

홍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동영상 등

해외시장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마케팅 대행,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유망

(70%,

3,000만원)

수출교육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과정 등

100만불

∼500만불

이하

(GCL

2.4∼4.2)

제품 및 홍보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외국어 동영상 및 제품디자인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상품홍보, 공중파해외광고, 환변동보험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등록지원, 글로벌 브랜드

개발

글로벌

강소

(50%,

3,000만원)

제품 및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포장디자인 및 제품디자인

500만불

∼5,000만불

이하

(GCL 4.2

이상)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진출 전략컨설팅, 글로벌 경영컨설팅, 자율

마케팅 프로젝트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신청․접수 : 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월중

☏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김혜숙전문위원(65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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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PORT CLUB 운영 

․사업개요 : 수출기업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업의 정보·경험, 해외

마케팅 노하우 등을 내수기업 및 예비수출기업과 공유하여 수출중소기

업의 동반성장 기회 제공

․신청대상 : 대구·경북지역 소재(본사, 사무소, 공장)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실

적(간접수출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30개 이상 참여한 자발적 수

출기업인 모임

※ 수출지원전문가 등 개인도 클럽고문 등으로 참여가능

․지원내용

- 보조금 : 해외시장조사, 회의, 전문가 강연 등 Export Club 활동을 위한 보조

금 지원(17백만원)

- 인센티브 : 우수 Export Club에 대한 무역촉진단 사업과 연계한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 포상 : Export Club 활동이 우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15년도 지방중소기업

청장 표창

․신청방법

- 30개사 이상 수출중소기업 모임 구성 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으로 신청

※ 평가후 1개 클럽 선정

․신청기간 : ‘14. 2월 ~ 3월

☏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박근모주무관(659-2241)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지정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2년, 5억이내

(연간 최대 2.5억원)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1년, 1.5억원이내

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출액 1억불 이상) 등에

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

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규모 : 약 120개 과제(전체 예산 200억원)

․지원내용 :

*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는 최근 3년이내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우선지원

․신청․접수 : www.smtech.go.kr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15. 3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제품성능기술과남정근주무관(659-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