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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총보증 규모는 22.5조원으로, 신규보증 4조원을 포함하여

총 21.0조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
|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증지원

2020년 보증지원계획(총괄)

지원 규모 22.5조원

＊ ’19년 11월말 현재 보증잔액 : 22.3조원

◦ 전체 보증규모 및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

  보증잔액 213,000 223,127 224,500 +11,500

기술보증 209,000 219,895 221,500 +12,500

유동화회사보증 4,000 3,232 3,000 △1,000

  보증지원 202,000 205,245 210,000 +8,000

기술보증 200,000 203,686 209,000 +9,000

신규지원 45,000 45,514 40,000 △5,000

유동화회사보증 2,000 1,559 1,000 △1,000

◦ 중점지원분야(창업･R&D･일자리창출 보증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계획(B)
증감(B-A)

계획(A) 실적(11월)

혁신성장산업 40,000 51,064 45,000 +5,000

일자리창출기업 49,000 51,129 50,000 +1,000

수출중소기업 27,000 28,194 31,500 +4,500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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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

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2
|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기술보증

지원 규모 2020년 기술보증 잔액 22.2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별도)

＊ ’19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2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지원 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 대출보증 :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 :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

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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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

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

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

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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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  

QQ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A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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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 조달 가능성을 창업준비단계에서

예측가능토록 하여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지원 대상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전문가 예비창업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 창업전 보유 기술･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창업자금 지원 

규모를 결정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해주고, 창업즉시 창업자금 지원, 보증지원 후 사후

관리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과, 애로사항 등 점검

▹ 지원한도 : 최대 10억원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보증비율 우대(전액보증)

�보증료 0.7% 감면

�1억원 이하 기술 평가료 면제 등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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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제출 서류

구 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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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

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으로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언제까지 창업해야 당초 

결정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AA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은 창업자금 지원 결정후 6개월 이내에 창업하여야만 

당초 결정된 창업자금을 보증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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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유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4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우대지원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창업후 7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맞춤형 창업

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창업후 5년 이내로 실제경영자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숙련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실제경영자)가 만 40세 이상이고,

고급기술자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창업기업

• (세대융합형)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대표자를 포함한 경영진이

중장년+청년으로 구성된 창업후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맞춤형 

창업기업보증

▹ 특성별로 구분된 4대 창업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창업, 기술경

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0.4%p 감면

(1억원이내 1.0%고정)

�지식재산권 건당 운전자금 

추가한도가산(2억원 이내)

  - 특허권 건별 30백만원 등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우대지원

�보증비율 우대(95%∼100%)

�보증료 0.3% 고정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보증

▹ 혁신성장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장년
기술경력자 창업에 대해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지원

�보증비율 우대 95%
�보증료 최대 0.7%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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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

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
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
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
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
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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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맞춤형창업성장의 4대 창업육성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AA 지식문화창업 혁신형 지식서비스업,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전문가 포함)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대표자가 만40∼59세 이하로서 동업계 종사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첨단산업)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

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유관기관 선정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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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신성장

산업 등에 중점 보증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신규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제도

3-5
|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지원 규모 2020년 일자리창출기업보증 5조원

＊ ’19년 지원계획: 4조 9,000억원

지원 대상 고용유형별로 특화 지원

구  분 분  야 대 상 기 업

고용창출

(Track1)

점핑잡

(Jumping-Job)

▹ 1년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20% 이상 증가한 기업 

쉐어링잡

(Sharing-Job)

▹ (정규직전환)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2명 

이상 전환한 기업

▹ (여성고용)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 (장애인고용)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한 기업

▹ (마이스터고 등 고용)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추가로 고용한 기업

▹ (지방고용)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에 

소재하고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일자리안정)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혜받은 기업

고용유지

(Track2)

베스트잡

(Best-Job)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다만, 1년전 대비 고용인원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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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대사항

고용창출

(Track1)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일자리창출 한도가산방식)

▹원자재 구입 등 운전자금과 공장신축, 설비도입 등 

시설자금

� 보증비율 95%

� 보증료 0.4%p 감면

고용유지

(Track2)

▹인력채용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보증지원

▹인건비 증가금액에 대해 운전자금 3억원까지 지원

� 보증비율 90%

� 보증료0.3%p 감면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

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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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일자리창출 한도가산의 경우 신규고용인력 1인당 지원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AA 운전자금 한도가산은 최고 5억원 이내로 하며, 신규 고용인력의 나이,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구분 1인당 지원금액

만 39세 이하 중급기술인력 이상 50백만원

만 30세 이하 초급기술인력 40백만원

그 밖의 인력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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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우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
| 미래 성장기반 육성 및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 소셜벤처기업 우대지원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제도

지원 대상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포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신청기업

<사회성 판별표>
평가점수 70점이상

<혁신성장성 판별표>
평가점수 70점이상

소셜벤처기업

모두 충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구분 우 대 사 항

대상채무 ▹ 운전 및 시설자금

사정특례 ▹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보증금액 2억원이하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보증료 ▹ 0.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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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보증액,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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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소셜벤처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AA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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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혁신성장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3-7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신성장산업 중점 육성

혁신성장산업 지원 제도

지원 규모   4조 5천억원

＊ ’19년 지원계획 : 4조원

지원 대상

분   야 대  상  기  업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IoT, 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기술) 영위기업

   • (핵심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또는 팹리스 기업

   • (일반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4.0스마트

팩토리

보증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도입 및 공급기업

   • (도입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신청기업(또는 기선정)으로 확인된 기업, 자체구축

기업으로 구축수준을 확인받은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 납품이력 보유기업(예정포함)

지원 내용

분  야 주 요 내 용 우 대 사 항

인더스트리4.0

퍼스트보증

▹ 기존 상품 대비 지원조건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

�보증비율 : 핵심기업 95%,    
             일반기업 90%
�보증료 : 핵심기업 0.3%p
           일반기업 0.2%p 감면

4.0스마트팩토리

보증

▹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과정(신청 및 선정
단계)에서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

�보증비율 우대(90%~100%)
�보증료 0.3%p감면~고정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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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

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

(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

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

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

인 제출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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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

QQQ 혁신성장산업의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AA ‘혁신성장산업’이란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발표하거나, 시장수요와 기술변화

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9대 테마, 45개 

분야, 300개 품목’을 말합니다.

* 9대 테마 :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건강･진단, 

정보통신, 전기･전자, 센서･측정, 문화･콘텐츠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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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등 관련 국가전략에 부합하고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군을 육성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8
| 기후기술기업 중점지원

기후기술보증

지원 대상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신청기술이 기후기술이어야 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 및 사업화 준비자금은 R&D보증 지원내용과 동일하게 지원

▪ R&D보증제도와 동일하게 R&D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이되, 본 건 보증신청금액 3억원 미만의 경우 경제성 분석 생략

◦ 사업화자금

▪ R&D사업화의 경우 CTRS(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기타 기후기술
사업화의 경우 KTRS 평가표 등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등

구   분 주 요 내 용

R&D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최근 3년이내 정부, 지자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지원 기후기술 R&D성공과제, 기업이
자체수행한 과제로서 ‘기업자체 R&D과제 판단표’를 만족하는 과제 또는 최근 3년 이내 공공연
구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과제

• 대상자금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기타 

사업화 

• 대상기술
  기후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에 해당하는 기술

• 대상자금 
기후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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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

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

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

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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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알려줘요! 중기씨

QQQ 기후기술은 무엇인가요?

AAA
신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를 회수･처리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제반 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
변화 감시, 관측, 리스크 평가, 피해 저감 기술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CTRS평가표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후기술(제품)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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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의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3-9
|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지원 규모 1,2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100억원

지원 대상

◦ 대상기업: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문화상품은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에 한함

◦ 대상기업 신청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보증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화

보증신청금액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 이내 •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선판매금액 초과
• 제작비의 50%이상 자금조달 확정(본건 대출 제외)

단,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이상 자금조달 확정

1억원 이하 • 제작비 대비 자금조달 요건 적용 생략

▪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크라우드펀딩 신청금액 등 

▪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 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부가가치세액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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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프로젝트당 최대 지원한도 30억원 이내

◦ 보증금액 결정(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지원)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제작비의 50%이상(기술사업

평가등급 A 이상인 경우 제작비의 30% 이상) 자금조달 확정한 경우에는 ① ~ ③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 금액 결정

① 보증신청금액 

② 제작비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반영)

③ 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선판매금액 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부가가치세액 제외)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최저 20% ~ 최고 70%)

기술사업평가등급 제작비 지원비중 가감비중

A 이상 6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한류 콘텐츠 : +10%

- 채권양수도계약 제3자 대항요건 충족   : -10% 

BBB 50% 이내

BB 40% 이내

B 30% 이내

▪ 혁신성장분야 문화콘텐츠 : 영화, 방송, 케이팝, 애니메이션, 웹툰, 특수효과

▪ 한류콘텐츠: 수출계약서 등에 의거 수출을 전제로 하는 문화콘텐츠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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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

증명

사

전 

동

의

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처리 절차

신청 요건심사 콘텐츠평가･심사 자금지원

문화콘텐츠 

제작기업

• 기보(상담)

• 콘텐츠진흥원

(추천위원회)

• 기보(평가･보증심사)

• 은행(여신심사)

• 기보(보증서 발급)

• 은행(대출실행)

▪ 추천위원회 생략 대상의 경우 기보에 직접 신청 가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02-3215-5993)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031-725-7852)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051-726-1300)

◦ 한국콘텐츠진흥원 금융투자지원팀(061-900-6265)



제
3
부

기
술
보
증
기
금

제3부 ∙∙∙ 기술보증기금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147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완성보증제도의 시행근거와 보증재원의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요?

AAA
완성보증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관광부와

금융기관이 재원을 출연하여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QQQ 선판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AAA
문화콘텐츠의 판매계약 체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선판매계약이 없더라도

완성보증 신청･접수하여 보증심사하고, 판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증취급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판매계약서 : 제작사와 구매자(배급사, 퍼블리셔 등)간 제작완성후 인도 예정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문서로서, 문화콘텐츠 특성에 따라 구체적 명칭은 달리 운용

(ex) 배급계약서, 퍼블리싱계약서, 티켓판매대행계약서, 방송물납품계약서 등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48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

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공급을 완료하도록 필요자금에 대해 보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10
| 프로젝트성 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지원계획: 1,000억원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 산업 중 지식집약도 및 경게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중 고도의 창조력이 체화되고 

지식집약도와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콘텐츠 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기업 또는 체결 예상 기업 

◦ 대상자금

▪ 정보통신 솔루션 개발, 문화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성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제작･마케팅 비용 등 

＊ 용역공급계약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 가능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최대 보증지원 금액

▪ 같은 기업당 최고 30억원 이내 (유통공급계약 체결 이전에는 최대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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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

객

준

비

서

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 보증금액 결정

▪ 아래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보증지원금액 결정하되, 총제작비의 60%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등 적용

① 보증신청금액 

② 총제작비 지원비중을 적용한 운전자금 보증지원가능금액

③ 총제작비 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④ 용역공급계약금액 중 선수금등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제작비 지원비중

기술사업 평가등급
유통공급계약前 지원 유통계약後 지원

총제작비 지원비중 보증지원 가능금액 총제작비 지원비중

A 이상

20% 이내

10억원 60% 이내

BBB 8억원 50% 이내

BB 6억원 40% 이내

B 이하 2억원 30% 이내

▪ (대출취급 금융기관)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문화콘텐츠금융센터

◦ 콘텐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기획력, 제작능력, 콘텐츠 우수성, 제작

완료 및 판매가능성, 보증해지 가능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제작사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 등에 대한 평가는 최소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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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수

집

서

류

대법원 

등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

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

세납세증명

사전 

동의

서
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

서 

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

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

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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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제3자와 지식서비스 및 문화콘텐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획단계에서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AA 용역공급계약 前이라 하더라도 창작자금 등 기획･개발 초기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준비자금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제8조제2항,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한 산업 

(ex)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디자인업, 광고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콘텐츠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통계청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등에 의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영위 산업 

(ex)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공연기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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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자체 R&D투자 활성화를 위해 

R&D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R&D를 개발･

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성에 맞는 평가방법과

소요자금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R&D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3-11
| 중소기업 R&D 투자 활성화

R&D 보증

지원 규모 50,000억원

＊ ’19년 10월 현재 지원현황 : 48,053억원

지원 대상

◦ R&D 개발 및 개발된 과제의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R&D과제의 개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개발단계 자금 

▪ R&D 평가표에 의한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이 인정‘된 기업

구 분 주 요 내 용

개발

단계

• 대상과제 :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는 과제

• 대상자금

-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 (개발완성자금)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사업화단계자금

▪ KTRS(KTRS-SM)평가표에 의한 ‘사업화타당성’이 인정된 개발완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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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화

단계

• 대상과제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대상자금 : 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주주명부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

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금융거래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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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 요 내 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가능)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1544-1120), 홈페이지(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대출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AAA 금융거래확인서를 대상으로 동 확인서의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3개월이내에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용어설명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평가표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기술 또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기타 경영환경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R&D평가표 : R&D개발과제기술의 개발성공가능성, 사업화성공가능성, 부실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제시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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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의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지원 협약｣에 의해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금융을 지원 합니다.

3-12
| 특허권의 사업화 촉진보증지원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지원 규모 특허권의 기술평가금액 이내(업체당 1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897건, 1,829억원

지원 대상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기업은 법인이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경우에 한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특허청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결정 시 기술평가료 5백만원 중 3백만원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이 지원하며, 지원금을 제외한 평가비용 2백만원은

금융기관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 신청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다음 운전자금

▪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기술개발자금)

▪ 시제품 제작, 시장개척 등에 소요되는 자금(시장개척자금)

▪ 제품양산 또는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제품양산 및 판매자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당초 특허청이 평가수수료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특허청과 금융

기관(또는 신청기업)이 평가료 지원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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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

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

전 

동

의

서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

전 

동

의

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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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지원대상

여부파악
예비평가 및

현장조사

서류접수 

평가진행

⋅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심사

⋅약정 및 사후관리

보증서 

발급 대출실행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 기보 영업점 금융기관등

통보
기술평가보증승인

통지

처리 절차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및 
예비결정 심의

기술평가수수료
지원 확정 및
보조금 지원

특허청

(발명진흥회)

특허청

(발명진흥회)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특허출원중인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AAA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은 등록된 특허권이 보증 대상이며, 여타 지식재산

(출원중 특허, S/W,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

산평가보증으로 보증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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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의 창업･인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제도로, 등록된 지식재산(IP) 및 미등록 지식재산(IP)에 대해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사업화 또는 인수자금을 보증 지원합니다.

3-13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지원

지식재산(IP) 평가보증  

지원 규모   11,000억원

＊ ’19년 10월 지원현황 : 5,095건, 10,444억원

지원 대상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인수･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B등급’이상인 기업

＊ 등록된 지식재산(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및 미등록 지식재산 포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 내용   특허권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보증 지원

◦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전용실시권자 포함)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이상

▪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 보증비율 (90%∼95%), 보증료(0.3%p∼0.5%p 감면) 등 우대 지원

▪ 금융기관(국민, 기업, 대구, 신한, 우리, 하나, 수협, 경남은행)과 협약에 의한 보증의 경우 
평가료 지원

◦ 지식재산(IP) 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에 지식재산(IP) 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
자금을 지원

▪ 지원범위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보증비율 (95%), 보증료(0.3%p 감면) 등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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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평가료 지원은행 확대(수협, 경남은행)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구 분 자 료 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내 세무

회계자료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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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지원대상 결정 지 원 절 차

신청･접수
평가등급

산출
지원여부 

결정
가치금액 

산출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
평가서 제공

기술평가
계약체결

KTRS 등 
기술평가
모형 적용

평가등급
“B” 이상*

기술가치
평가서

기술가치
금액이내

기술가치
평가서
제공

기술평가서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지식재산(IP) 평가보증의 지원대상인 ‘신청기술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개발 진척도가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나요?

AAA 개발 진척도가 ‘제품화 완료’, ‘양산준비’ 또는 ‘양산’ 단계에 있는 기술을 포함

합니다.

용어설명

지식재산(IP) 보증 대상기술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심사청구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저작권
저작권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 신지식재산권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 임치된 지식재산 우리 기금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임치된 지식재산

그 밖에 영업점장이 지적창작물로서 권리성 가치를 인정한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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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주 요 내 용

기술가치평가

•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외국인 출자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

• 기술의 담보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 기술의 이전･거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 기술관련 사업의 이전, 양수도 등을 위한 평가 

• 기타 기술 또는 기술사업 관련 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 벤처기업 확인 및 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 발명의 사업성 평가

•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용 기술평가

• 기술이전･거래 등을 위한 타당성 평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그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
하여 금액, 등급,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분류하며 평가목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3-14
|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기술평가

지원 규모

◦ 기술을 보유한자(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 포함)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지원 대상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중인 권리

◦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

◦ 신기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기술의 권리 등에 관하여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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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평가  

• 보증지원을 위한 평가

종합기술평가 

•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의 투자용평가

•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평가

• 주식가치평가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 기술평가신청서

◦ 기술사업계획서(기술가치평가용, R&D평가용, 기타목적용)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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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신청･접수
◦ 기술을 보유한 자

◦ 투･융자, 현물출자 등을 위하여 평가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예비평가

본 평가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자료등을 활용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

◦ 특정자금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요건 여부

◦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에 관한 개략사항

본 평 가

예비평가를 기초로 현장실사 및 보완조사 방법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검토

<현장(면담)실사>

◦ 기술개발 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확인

◦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확인

◦ 생산설비 보유상황 및 가동상태 등 생산화능력 확인

<보완조사>

◦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수집

◦ 거래처, 동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조회

◦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조회

기술자문/

평가심의

◦ 필요시 기술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

실시 및 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의결 실시 

평과결과

통보
◦ 기술평가서 또는 소정양식에 의거 신청인 등에게 통보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제1편 ∙∙∙ 유관기관(금융기관)

164   중소벤처기업부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해 드립니다.

3-15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성실실패자의 재창업 지원

재창업재기지원보증제도

지원 규모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900억원

내에서 지원

＊ ’19년 지원현황 : 89개 업체 / 101.3억원 지원(평균 1.1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지원 내용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 지원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금집행: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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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제출 서류 보증신청서류,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등(세부사항은 

신청 및 접수기관 문의)

처리 절차 재창업재기지원보증

재창업지원
신청

성실경영평가 사업성 평가
재창업지원
지원 결정

재창업
보증실행

(사후관리)

기보,신보,중진공
신용회복위원회

평가기관 평가기관
신복위

(재창업지원위원회)
영업점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1544-1120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신청후 평가진행시 성실경영평가 기관과 사업성 평가기관을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AA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자금 지원기관(기보, 신보, 중진공) 중에서 선택하신 1개 기관이 

수행하며, 사업성 평가기관은 기보, 신보, 중진공 및 민간평가기관(NICE, KED)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QQ 절자가 다소 복잡하고 관련된 기관이 많은데 처리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AA
채권기관의 채무조정 절차와 성실경영자를 선별하는 절차가 수반되는 지원사업으로

처리기간은 2~3개월 가량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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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납부 부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동 재원으로 해외출원, 국내· 외

심판· 소송 등 발생시 해당 비용을 대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3-16
| 지식재산(IP) 비용 부담 완화

특허공제사업

지원 규모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최대 25억원)

＊ 부금월액은 30만원~1,000만원이며, 12회 이상 납부 후 조건 충족시 대출 가능

지원 대상

◦ 공제계약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가입) 약관 위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공제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받으려고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가입)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제외

✔ (대출) 부금납부 월수가 1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거나 대출신청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 (대출) 규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체중일 때

✔ (대출) 대출금의 원리금 반환이 연체중이거나 휴업, 폐업, 해산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한 때 등

  * 자세한 내용은 특허공제 약관을 참고 하실 것

지원 내용    

◦ 지식재산비용대출

▪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취소소송, 국내·외 지식

재산권 침해소송 시 납부 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대출

◦ 경영자금대출

▪ 일시적으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 부금액의 90% 한도 내에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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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특허공제 홈페이지 (www.ipma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전국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 서류 특허공제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등(홈페이지 참조)

처리 절차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운영센터: 02-3484-8900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특허공제 홈페이지(www.ipmas.or.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특허공제사업인데 특허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AA 네, 가능합니다.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제외업종은 가입 불가)

QQQ 부금 이자율은 고정금리 인가요 ?

AAA 아닙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12월 현재 연 단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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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자하는 기업에 

관련 산업재산권 등의 정보 제공, 기술보유자-기술수요자 간 거래 알선, 

협상 및 기술사업화에 필요 자금을 기술금융을 통해 One-stop으로 지원

3-17
| 개방형 혁신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R&D성과 

등 우수기술을 도입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기 보

기술수요 기업
기술보유자

(대학, 공공연 등)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정보제공

금융･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정보 집중･관리 

수요기업정보 제공매 칭

◦ 기술수요 진단 및 필요기술 매칭지원

◦ 공공연구기관 및 신청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지원 

◦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포털인 테크브릿지(URL: tb.kibo.or.kr)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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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상담/신청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술탐색, 
협상 등 
중개추진

IP인수보증 본계약 체결

-영업점

-기술융합센터

-테크브릿지

- 영업점

- 기술융합센터

- 자체DB

- KTMS

- 협약기관 등

- 기술융합센터

- 필요시 지원

- 사후관리

- 컨설팅지원등

◦ 상담 및 신청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전국 모든 영업점(기술융합센터 포함) 또는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해 신청

◦ 기술수요조사, 예비검토 (기보 기술융합센터)

＊ 도입희망기술에 대한 기술수요조사, 거래조건, 기술거래 성사가능성 등 검토

◦ 기술탐색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기업･기술매칭 시스템인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를 이용하여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맞춤기술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 제공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신청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기보 기술융합센터, 

공공연구기관)

＊ 협상전략 수립 후 기술이전조건(거래금액, 계약형태 등)에 대해 협상･중재

◦ 자금지원 (기보 기술융합센터)

＊ IP인수보증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기술료, 추가개발자금, 양산자금을 지원

◦ 사후관리, 컨설팅 (기보)

＊ 기술경영지도 등을 통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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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기술이전 신청서

◦ 기타 특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IP인수보증을 위한 서류(필요시 별도 안내)

＊ 신청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용어설명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 키워드 추출 및 유사도 측정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맞춤형으로 탐색하여 매칭하는 IT분석 모듈

IP인수보증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IP인수자금, 기술완성화자금, 양산

자금을 Package방식으로 단계별 보증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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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공정하게 중견· 대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신탁

받아 특허관리, 기술이전중개, 특허전략 수립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3-18
| 공정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신탁관리 

기술신탁관리

지원 대상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제외대상
`

✔ 위탁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본 계약의 체결 및 그로 인한 권리, 의무를 이행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

✔ 위탁자가 파산, 회생절차, 청산절차 등이 개시되었거나 위 절차들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기술의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기타 위탁자의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지원 내용   기술신탁관리 서비스

◦ 연차등록료 납부기일 관리, 대행 및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등록료의 최대 70% 지원(최대 연간 30만원)

◦ 신탁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료 징수 서비스 지원

◦ 신탁기술에 대한 특허심판,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 법적 대응

▪ 소송비용은 위탁자가 부담

◦ 특허전략컨설팅 비용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컨설팅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지원한도 250만원)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전체크리스트 : KPAS(기보 특허평가시스템) 등급 등 필수요건 확인

◦ 선별평가 : 기술/시장성, 기술이전 가능성 등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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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탁신청서류, 정보이용동의서 등(자세한 내용 영업점 문의)

처리 절차   

◦ 기술신탁관리

기술신탁
신청/상담

사전체크리스트
점검

선별평가 계약체결
기술신탁
서비스

영업점 영업점
본점

선별위원회
영업점

본점, 
혁신센터 등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29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www.kibo.or.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신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AA 신탁기간은 계약의 효력발생일(특허의 경우 특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단위로 운영하며 최대 2년까지 계약하실 수 있으며, 신탁기간 종료 전 1회에 

한해 1년 범위 이내에서 신탁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KPAS(특허자동평가시스템) : KIBO Patent Appraisal System의 줄임말로, 빅데이터(국내 

전체특허 DB) 처리 기술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특허기술(IP) 등급을 평가하는 모형이며, 

현재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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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영업비밀 등을 특허와 같이 공개하지 않고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

함으로써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19
| 공개되지 않은 기술 노하우를 위한 기술보호 수단

기술임치제도

지원 대상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기술·경영상 비밀을 보호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임치서비스 대상물

◦ 기술상 정보

▪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물질의 배합 방법

▪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등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등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제출 서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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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기술임치서비스

회원가입 계약신청서 작성 
임치물 전송
계약서 등록

전자서명
임치증서

발급

기업 기업 
기업,

기보 본점
기업,

기보 본점
기업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특허와 비교했을 때 임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AA 기술공개의 대가로 받게 되는 특허권과 같이 청구항이라는 일정범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은 없지만, 임치제도는 기술정보에 대해 개발기업을 제외하고 

열람이 불가하며, 기술이 유출되지 않는 한 영구적 기술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QQQ 기술임치제도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AA 임치된 기술은‘상생협력법 제24조의3제2항’(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중략>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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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

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3-20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TTRS

지원 대상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서비스

◦ 등록 대상물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자료

▪ 거래상대 담당자의 근무부서와 이름

▪ 자료 피요구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임치한 기술의 거래 관련 TTRS 서비스 이용 시 등록비용 전액 지원

     * TTRS : 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신청･접수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처리 절차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실 : 051-606-7645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홈페이지 (http://ts.kibo.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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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TTRS는 어떨 때 이용해야 하나요?

AAA 다음과 같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거래처(대기업)로부터 자동차 

부품 개발 오더를 받아 약 1년간 2억원을 투입해 부품과 설비를 제작했고, 

납품제안 단계에서 설계도면 등 특허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는데, 일방적으로 거래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알고보니 상대기업이 다른 

업체에 우리 기술자료를 넘겨 그 회사가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체결됨

(‘18.9월 중기중앙회, 기술탈취 실태조사)

QQQ TTRS와 기술임치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AA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물입니다. 기술임치제도는 외부로

유출이 우려되는 핵심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술 및 경영상의 중요한

정보를 목적물로 임치함으로써 기술을 보호하는 제도라면, TTRS는 다른기업과

거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유출당하지 않도록 거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자료(이메일, 녹취록, 거래 요청 의향서, 거래 당시 정황)

등을 목적물로 등록함으로써 향후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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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하는 보증･투자 복합상품으로, 

기술보증기금이 창업초기･R&D･미래성장 부문 등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의 유가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2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

보증연계투자

지원 규모 260억원(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14억원)

지원 대상 보증 거래기업 또는 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기업,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력제한 적용 배제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법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기업

지원 내용    

◦ 투자종류 :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 투자한도 : 업체당 30억원(보증금액 2배 이내, 보증금액 포함 100억원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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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상담･접수
신용조사

기술평가

투자심사

조건협상

투자심사

위원회

투자실행

(계약체결)

동향관리

IPO 지원

영업점

투자팀

영업점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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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벤처캐피탈 등이 투자한 기술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등에

필요한 자금을 후속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Scale-up을 지원하는

우대보증 상품

3-22
|  민간투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투자연계보증

지원 규모 1,000억원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2,215억원

지원 대상 벤처투자기관(개인투자자는 제외)이 투자한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

구 분 종   류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투자기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지원대상 투자

▪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식, 종류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또는

유한회사의 출자

＊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기하는 신주(유한회사의 경우 신출자) 또는 신사채 인수에 

한하며, 구주(유한회사의 경우 구출자지분) 또는 구사채 인수 분은 투자로 불인정

지원 내용    

◦ 보증비율 : 기술창업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료 : 0.3%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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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보증신청기업 →

영업점
➡

영업점 →

투자플랫폼
➡ VC 협회 ➡ 영업점

투자유치확인

신청서 제출

투자유치확인 

신청서 업로드

신청서 확인 및 

추천서 작성 

투자연계보증 

추천서 출력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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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 도모하는 보증상품입니다.

3-23
| 엔젤투자와 보증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

엔젤투자연계보증

지원 규모 200억

＊ ’19년 11월 말 지원현황 : 49억원

지원 대상   최근 3년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투자후 3년 이내) 엔젤투자기업의 자본금 변동 등기일로부터 보증 신청

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5천만원 이상 투자)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미만 기업**

* 보통주 또는 우선주에 한하며, 구주인수 주식, 현물투자 제외

** 법인 설립일자로부터 보증 신청일자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대상기업(요건) 미충족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금과 채무관계에 있거나 신용관리정보대상인 기업(대표자 등 포함) 

✔ 가장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기타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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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증금액사정특례 : 엔젤투자금액의 2배이내(최대 3억 한도)에서 지원

◦ 보증료 : 0.3%p 감면

◦ 보증비율 : 100%전액보증

신청･접수   ’20. 1. 1 ∼ 12. 31 상시 접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문 의 처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및 벤처투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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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국내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벤처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06.6월부터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평가

벤처확인평가

선정 대상 벤처확인평가유형 및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현재 벤처확인제도 개편 중으로 유형 및 평가기관 등이 변동될 수 있음

벤처유형 및 요건

벤처유형 벤 처 요 건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성 평가가 우수할 것

▹보증･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창업후 1년미만은 4천만원 이상)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창업후 1년미만 기업과 보증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 보증이 불필요한 기업은 보증지원이 가능한 보증승인금액만으로도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음.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신청일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창업후 3년 미경과 기업과 매출액이 없는 기업은 비율적용 배제)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평가신청 제한기업

✔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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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료 및 수수료   

구 분 벤처확인 평가료 벤처확인 수수료

기술평가보증기업

20만원 10만원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 부가가치세 별도, 기술평가보증 신규취급후 6개월내 신청시에는 확인평가료 면제

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산정표 등

＊ 신청양식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벤처확인 신청
(‘벤처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및 평가
평가결과 등록 및 벤처

확인서 발급
정보공시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벤처인(www.venturein.or.kr) : 1577-0270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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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AA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
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실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
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별표 1]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순 번 업 종 명 코드번호(세세분류)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비고: 업종 및 분류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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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Inno-Biz)란 혁신(Innovation)과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정부에서는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이노비즈기업에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3-25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 운영규정에 의한 평가

이노비즈 인증평가

지원 대상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자가진단결과 650점 이상인 기업

신청 제한기업

✔ 이노비즈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설립후 3년이상이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선정절차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시스템에 의거 평가 실시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점수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인 기업

평가료 및 수수료

◦ 신규신청 70만원, 유효기간 연장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Inno-Biz 인증평가와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Inno-Biz 금융지원협약보증에 관한 기술평가료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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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연중 상시 접수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신청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각종 인증서 및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이노비즈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 절차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이노비즈넷)

현장평가 및 평가결과 등록 inno-Biz기업 선정

신청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문 의 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이노비즈넷(www.innobiz.net)) : 031-628-9686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알려줘요! 중기씨 

QQQ 이노비즈 실사시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AAA Inno-Biz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온라인 자가진단 후 2차 현장평가를

통한 실사과정을 거쳐 최종 Inno-Biz기업으로 선정됩니다.

2차 현장평가에서는 온라인 자가진단에서 자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업이 사실대로 평가를 했는지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며, 기업이 보유한 

개별기술에 대한 현황과 보유기술에 대한 혁신성 및 기술성 등을 평가하므로 

실사기업은 이에 따른 검증자료와 기술에 대한 일련의 서류 및 설명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