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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수출지원단





제
17
장

제17장  해외진출 지원

영상물 제작

․UCC 및 DVD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해외홍보에 활용

․제작규모 : 대구지역 수출기업 50개사 정도

․제작비용 : 업체별 250만원정도(시 220, 자부담 30)

․제작형태 : UCC(1분 30초정도) 및 DVD(3~5분정도) 형태

- 전문모델을 활용한 제품소개 형태

- 생산공정 및 성능 테스트 형태

- 사용방법 및 제품사용 시연형태

- 기타 스틸컷 영상조합 등 품목별, 업체별 특성에 맞게 제작

․제작물활용 : 해외마케팅 자료로 활용(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YouTube facebook twitter Linked in

☏ 문 의 : 대구시 국제통상과(803-3292)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753-7531)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지원으로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유도 및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

․사업 개요

- EMS를 통한 해외물류 발송시 물류비 일부 지원

우정청 : EMS 우편요금 할인(총금액의 12%)

대구시 : EMS 우편요금 일부지원(잔여금액의 20%)

※ 시 지원 20%는 수출신고필증이 첨부된 품목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금 한도 : 업체별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 정도

☏ 문 의 : 대구시 국제통상과(803-3291)

경북지방우정청(94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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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센터

․중국 진출 계획 기업, 중국 투자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공정보

☞ 중국의 투자환경․절차, 각 성(지역)별 경제현황, 중국투자통계,

기타 각종 정보자료 제공

☏ 문 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국별조사실(02-6255-5714)



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주 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대상 :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전문 컨설팅 회사, 마케팅회

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독자 수행이 어려운 해외진출 사업에 대

해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해외 각 도시에서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진출

전략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국내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130개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사업에 활용

․ 지원규모 : 240개사 내외

- 전략 프로그램 140개사, 일반 프로그램 100개사 내외

․ 지원대상 제외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

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

- 보조금 부당사용, 음성거래 등을 요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분야 및 내용

- 전략프로그램 : 현지 수요 및 해외민간네트워크 강점분야를 활

용하여 사전에 구성한 프로그램

- 일반프로그램 : 시장조사, 제품수출, 현지진출 등 참여 중소기업

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민간네트워크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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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기준 지원비율 업체분담율

전년도 직수출액 US 500만불 미만 70% 30%

전년도 직수출액 US 500만불 이상 50% 50%

지역1 : 북미, 유럽러시아CIS, 일본, 싱가포르,
대양주,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업체당월 200만원

지역2 : 중국, 동서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업체당월 170만원

 지원방법 :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

✾ 지원금액 :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50, 70% 보조금 지원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지역1 - 2,000만원, 지역 2 - 1,700만원)

지 원 사 항

☏ 문 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601-5278)



․사업주관 : 한국섬유마케팅센터 (Korea Textile Center)

․사업내용 : 수출거점을 활용한 수출기업 통합섬유마케팅 지원

- 수출거점 현황

지 사(3개) : 미국(LA, 뉴욕), 중국(상해)

마케팅거점(9개) : 러시아(모스크바), 인도(뭄바이), 베트남(호치민),

브라질(상파울로), 중국(광조우, 홍콩), 터키(이스탄불),

폴란드(바르샤바), 콜롬비아(보고타)

정보 거점(1개) : 프랑스(파리)

현지 수출거점을 통한 프로모션, 수주지원, 바이어 발굴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상담 대행, Follow-up, 세일즈 동반 출장

✾ 바이어 상담 지원, 수주 상담회, 제품 설명회, Inquiry현황 발송

✾ 섬유수출 실무지원, 통역(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

✾ 선진화된 Marketing Promotion Tool 제작 지원

* 의상, 소재 맵, 소재 북, 롤 스크린, 컬러웨이 북, 홍보 배너

✾ 정보제공 (시장, 품목, 트랜드 및 전시회, 바이어 동향 등)

․참가신청 : 수시, 연 참가비 3백만원 (진출 전지역 마케팅 지원)

전화, FAX 신청, 사전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 선정

☏ 문 의 : 대구시 섬유패션과 (803-3345)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마케팅사업부 (421-4200), www.ktc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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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 해외현지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 창업기업의 ICT융합분야 기보유 기술·제품을 해외시장별 수

요특성에 맞게 추가개발 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촉진

․지원대상 : 업력 7년미만 중소기업중 직수출 ‘14년도 50만불 미만

․지원대상 : 旣개발 완료된 ICT 및 ICT융합 분야* 기술·제품의 해외 수출

장벽 극복과 해외 수요특성에 맞는 현지화를 도모하여 新시장을 창출하

고자 하는 창업기업

ICT 및 ICT융합 분야의 인정 범위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호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 2

의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규모 : 약 6억원(10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1억원 지원(기업부담

금 총 사업비 25% 이상, 현금+현물)

․지원내용 :

창업기업 “수출용 POST-R&D" 및 해외사업화

기술․제품 
보유

해외장벽 해외현지화 인증획득 해외마케팅

국내‧외 상용화
新기술‧제품 

개발

시장

별

특성

국가

별

특성

해외 맞춤형 

추가개발

제품테스트, 

필요 인증

전시회, 번역 

바이어연계 

등

․신청기간 : ‘15. 3월중 공고 예정

․신청·접수 : 공고문 참고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김재균주무관(053-659-2205)



수출지원단

․사업개요 : 내수·수출초보기업에 통·번역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및 대

학생의 수출실무 경험 축적을 통한 실무역량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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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참여대학 : 6개(계명대,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영진

전문대학)

․지원언어 : 7개(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 미지원 언어는 참여대학과 협의·심의 후 지원가능

․지원내용

- 일일 작업시간 5시간 내외에서 통·번역비(10만원/1인) 중 최대 80% 지

원 (기업당 최대 2일∼5일)

* 우수사례 선정시 3회 추가지원하며,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기

업은 2일이내 지원

- 기업당 최대 대학생 2명(어학능력 학생, 전공 학생)이내 지원하

며, 대상국이 중국인 경우 중국유학생 1명을 전액 추가지원

․신청․접수 : 팩스(053-626-8771) 또는 이메일(buddha@smba.go.kr) 신청

․신청기간 : ‘15. 2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문의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 박근모주무관(659-2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