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가이드북

이 안내서는 수출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기관별 정책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지원정책과 수록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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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제품군에 대한 Google 등 글로벌 인터넷 포털 검색으로 대략적인 후보국 확정
* ex) trends.google.com

⦁ 한국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중심으로 후보국 확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무역통계 ▶ 국내통계 ▶ 품목 수출입 ▶ 국가별 ▶ HS코드입력 ▶ 조회

1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활용
* KOTRA 트라이빅(www.kotra.or.kr/bigdata) : 품목별(HS코드) 맞춤형 잠재 파트너 추천(기업회원, 무료)
* 한국무역협회 AI빅데이터(www.kita.net) : 품목별(HS코드) 수출유망시장, 무역규제, 수입요건 등 정보 제공

해외시장정보 획득

2

⦁ KOTRA해외시장뉴스 참고 : KOTRA 해외무역관에서 주기적으로 현지시장정보(수출유망품목 등) 업데이트
* news.kotra.or.kr → 국가·지역정보 → 진출전략

⦁ 중소벤처기업부, KOTRA, 한국무역협회, 충청남도 등에서 실시하는 해외시장진출 설명회 참석
TIP

해당 국가의 구매능력과 한국 제품 수입이력 여부 확인
1 . 1인당 국민소득 및 총인구수 확인 : 구매능력 파악 ex) 국민소득 $5천 달러 이상, 인구 2천만 명 이상
2 . 수출통계자료 확인 : 수출금액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선정 ex) unipass.customs.go.kr, www.kita.net

조사항목

1

⦁ 해당 제품의 수요와 공급 동향, 수출·입 동향, 유통 구조, 경쟁사 동향, 진입장벽, 수입요건 등
- 수급과 수출·입 동향은 현지 시장 규모 파악에 활용되며, 유통 구조, 경쟁사 동향 및 진입 장벽은 현지 시장 진출 가부,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

1



조사방법

2

⦁ (전문기관 활용) 현지 주재 기관*(KOTRA, 대사관 등) 또는 사설 시장조사 전문업체**의 유료서비스 활용
* KOTRA (www.kotra.or.kr) → 사업소개 → 맞춤형 해외시장조사(유료) → 해외시장조사[바이어 연락처 제공]
** 한국콤파스, EC21, 매경바이어스가이드, PK & WISE, SBD, 나이스디앤비, 글로벌 인포메이션 등

⦁ (자체조사) KOMPASS, D&B Hoover’s 등 B2B 디렉토리, 링크드인, KOTRA, 한국무역협회 정보검색

자체조사 진행 방법

3

⦁ (통계분석) 관련 전문지, 무역통계 사이트, 정부 부처나 수출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거래하려는 상품의 국가별, 품목별, 연도별 수출입 통계 정보를 분석하여 수출입 동향 파악에 활용
- 관세청(unipass.customs.go.kr), 무역협회(www.kita.net/stat.kita.net)

⦁ (정보분석) 수출지원기관에서 발간한 해외시장 정보 보고서를 통해 정보 분석1)
TIP

04

조사기관은 신청기업의 제품을 잘 알지 못하므로, 외국어 설명자료(카달로그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
또한, ‘알아서 잘해주겠지’하고 믿기보다는 조사시 고려해야 할 중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

1) KOTRA 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 한국무역협회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www.customs.go.kr),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
외교부 국가/지역정보(www.mofa.go.kr), 해외인증정보시스템(www.certinfo.kr), aT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신용조사 필요성

1

⦁ 무역 거래는 국내 거래와 달리 비즈니스 환경이 다른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이므로, 객관적인
신용조사가 필요하며,
⦁ 건강한 거래 유지를 위해서는 거래 초기뿐만 아니라, 거래 중에도 수시로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2

1

조사방법
⦁ 공신력 있는 신용조사 전문기관을 활용해 조사 가능하며,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2)
에서 저비용으로 신용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공사 보유 자료 內 조회는 무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 : (수수료) 3~5만원, (소요기간) 3~4주




· 요약보고서 : 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및 수출보험 이용정보
· Full Report : 요약보고서 + 신용조사보고서 원본

3

무역사기 예방
⦁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대와 거래하는 만큼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함
⦁ 거래 과정에서 바이어가 거래를 서두르거나, 대형 주문이나 프로젝트로 유혹하고, 샘플 발송을 재차
요구하고, 사후 송금방식만을 고집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인다면 반드시 확인 필요
⦁ 샘플은 유료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계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것도 무역사기 예방의 한 방법임
* 진성 바이어는 샘플비를 지급하고서라도 샘플을 받아 감, ‘실제 발주시에, 샘플비를 공제해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임

무역사기 대표 유형
1 . 메일해킹 : 이메일을 해킹하여 결제 시점에 바이어(or 수출자)
에게 결제계좌 변경을 통보하고 결제대금 편취
2 . 명의도용 : 우량 바이어 사칭하여 물품 갈취
3 . 서류위조 : 수출대금 송금영수증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
했다며 제품 갈취
4 . 금품갈취 : 국제입찰 등의 계약 추진 시에 신분을 사칭하여
입찰 서류 구입비, 로비 자금 등으로 금품사취

진성바이어 구분 TIP
1 . 문의하는 제품 사양이 구체적이고, 문의수량이
현실적이라면 진성 바이어일 가능성이 높다.
2 . 의심스럽다면, 문의한 제품 관련 technical
(제품사양, 적용분야 등) 질문을 해보자.
→ 답변을 잘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진성 바이어는 아니다.

5 . 불법체류 : 바이어로 위장하여 국내 공장 방문 등을 목적으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입국 후 연락 두절

3 . 공사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상대가 요구
하거나, 제시하는 서류의 완결성을 보자.

6 . 결제사기 :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회피

→ 진성 바이어는 서류가 꼼꼼하다

7 . 선적불량 : 수입대금 수령 후 수출업체의 연락 두절, 고의적
선적거부 또는 부적합 상품을 선적

4 . 바이어 홈페이지 방문해서 취급하는 제품이나,
회사성격을 파악하자.

8.기

→ 진성 바이어는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성격이
명확(문의제품 취급)하다.

타 : 해외투자 사기, 지적재산권 사기(상표권 무단등록 후
판매정지 요구 등), 고의부도 후 대금 미지급 등

2) 한국무역보험공사(수입자 신용조사) : 사이버영업점(cyber.ksure.or.kr) →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
코트라(바이어 연락처 확인, 연 6회, 무료) www.kotra.or.kr → 해외시장조사 →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한국무역협회(기업 기본정보 열람) : www.tradenavi.or.kr → 해외기업정보 → 총괄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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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반 준비
1

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3)
⦁ 바이어가 쉽고 빠르게 수출자(기업)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므로, 수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된 소개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함
* 초기에는 PPT로 된 영문 제품 소개서라도 준비하는 것이 좋음



TIP


2

1. 자사 만의 경쟁력, 차별화된 정보를 최우선으로 제시
2. 구글 등 검색엔진 상위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게 검색로봇 정보수집 알고리즘에 적합하게 제작
3. Image보다는 문자 위주 제작 : 홈페이지 용량이 너무 크면, 인터넷 속도가 느린 국가에서는 열람 불가
4. 정확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진부한 표현(best quality, most competitive price 등)은 자제
5. 해외규격인증서, 공인성적서, 기업재무 정보, 주요 거래처 목록 등을 제공하여 바이어의 신뢰 확보
6. 소비재는 홈페이지에 사용자 후기 모음 추가하여 바이어의 제품 이해도 제고

Company Profile
⦁ 바이어는 수출자가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궁금해하므로, 회사 연혁, 회사조직,
매출액, 주요 매출처 정보, 보유 인증, 지식재산권 등을 영어로 정리한 회사 소개 자료를 준비

1

해외규격인증이란?
⦁ 각 국가는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 및 기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적합성 평가로 객관화하고, 인증을 통해 보증함으로써 자국의 소비자와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인증 획득 절차는 국가·품목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제품의 안정성 및 생산공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
⦁ 수출 업체(제조자)는 인증 발급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인증발급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획득하게 됨






2

타겟국가의 필수 인증 확인방법
⦁ 해외인증 정보시스템(www.certinfo.kr) 및 인증 콜센터(국번없이 ‘1381’) 통해 확인
⦁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무역규제 → 해외인증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상담) 해외인증 정보시스템(www.certinfo.kr),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 → 수출지원사업 → 방문형컨설팅

⦁ (지원)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aT 등) 활용
해외규격인증 획득 TIP
1. 해외규격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 대상국의 인증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생산단계부터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소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주력 품목부터 하나씩 획득하며,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효율적
3. 시험을 진행할 때는 복수 시험기관의 수수료 견적서를 비교하여 비용 절감
4.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3) 중소벤처기업부(수출바우처) :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앱페이지 등 ☎041-4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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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1

수출제품 디자인 개발
⦁ 국가별 역사, 문화, 풍습 등에 따라 선호·기피하는 디자인, 색상이 있어 ‘디자인 현지화’가 필요
⦁ 국가별 선호 색상을 검색해보거나, 코트라 등 전문기관 보고서를 통해 파악해보고 수출지원기관
및 경험 있는 디자인 전문회사와 상담 통해 필요사항 확인

2

디자인개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 등에서 CI/BI,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홍보디자인(카탈로그, 브로셔,
홈페이지, 앱 등),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

1

1

 

무역보험이란?
⦁ 대금 회수 불능 사태, 급격한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마련한 보험

2

보험상품 (한국무역보험공사, www.ksure.or.kr)
보험상품명

주요내용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수출자가 단기(수출대금 결제 기간 2년 이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 보상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농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대금 미회수, 수입국검역, 클레임비용)을
한 번에 보장하는 농수산물 수출기업 맞춤 상품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 위험(수입자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으로 손실
발생시 책임금액 범위 내 손실 보상

1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기업Plus+) 단체가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단체 소속 중소기업에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
일괄 제공(5만달러 한도 95% 보상, 무료)
환변동보험

사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연 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대상, 1년 단위 계약 체결 및 갱신,
보상한도 최대 5만불/건, 보상비율 95%, 보험요율 0.6%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플러스*

연 수출실적 5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대상, 1년 단위 계약 체결 및 갱신,
보상한도 최대 20만불(수입자별 최대 10만불), 보상비율 95%, 보험요율 0.6%

* 다이렉트 보험은 수출 신고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라도 보험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수입자 신용조사’,
‘한도심사’,‘수출통지’ 생략하고 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가입 가능

3

보험료 지원5)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aT,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료를 지원

1

D-U-N-SⓇ Numer 란? [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
⦁ 9자리 숫자로 구성된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 Nice D&B에서 발급(유료/무료)
-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美FDA 공장등록(필수) 등에서 요구하므로 필요할 때 발급

4)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CI/BI 제작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041-415-0607
5)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cyber.ksure.or.kr) → 조회 서비스 → 보험료 지원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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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
(직접발굴)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무역디렉토리6)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발굴

1

⦁ 품목별 전문전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Exhibitors Directory’검색(홈페이지 등 기업정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gobizkorea.com) 마케팅 서비스 → 해외구매 오퍼정보
⦁ 기업정보 디렉토리(D&B Hoover’s 등) 검색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활용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정보 데이터 구매, 일반가공, AI가공 비용지원 사업

(발굴의뢰) KOTRA 등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굴

2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 맞춤형서비스 → 해외시장조사 → 맞춤형시장조사*
* (KOTRA) 바이어 명단(10개사) 제공 → (신청기업) 타겟바이어 선정(5개사) → (KOTRA) 바이어의 관심도 및 구매성향
조사 진행

⦁ 한국무역협회(news.tradekorea.com) → 바이어발굴 → 해외비즈니스 매칭서비스*
* tradeKorea에 등록된 회사정보 활용 거래제안서 발송(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연 3회 신청)
TIP

조사기관은 신청기업만큼 제품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 따라서 타사 대비 제품 특장점과
국내거래처 등 주요 구매처 특징과 원하는 바이어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

전자상거래 활용

1

⦁ 온라인상에서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자사 제품의 사진,
스펙 등 정보를 업로드하고, 바이어가 온라인으로 거래제의를 남기며 거래 진행
2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해외
B2B




해외
B2C

플랫폼명
주요특징
알리바바
www.alibaba.com
세계 최대 글로벌 B2B e-Market Place
글로벌소시스 www.globalsources.com 매년 홍콩에서 전시회 개최하며 발굴한 고급 바이어 정보 다수 보유
콤파스
www.kompass.com
전 세계 74개국에 Local Center를 운영하는 세계 최대 기업·상품정보 제공기업
아마존
쇼피
라자다
타오바오
라쿠텐

플랫폼명
www.amazon.com
www.shopee.kr
www.lazada.com
www.taobao.com
www.rakuten.co.jp
플랫폼명

국내
B2B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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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izKorea
buyKorea
tradeKorea

www.gobizkorea.com
www.buykorea.org
www.tradekorea.com

주요특징
세계 최대 글로벌 B2C 플랫폼, 아마존에서 배송 및 결재 대행
e-커머스, 7개국 동시 입점으로 입점 절차 간소
동남아 e-커머스 플랫폼, 입점비 & 마케팅비 없음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
일본 최대 글로벌 B2C 플랫폼, 셀러가 배송 담당

주요특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연계 특징
KOTRA 해외 무역관(84개국 127개)에서 발굴한 해외 구매 제안 연계가 특징
동포기업, 해외 한인경제네트워크 등과 연계가 특징(한국무역협회 운영)

전자상거래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보기업이라면 전문셀러를 통한 판매대행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6) 무역 디렉토리 : 기업DB 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기업정보(연락처, 매출액, 취급품목 등)
·(전 세계) D&B Hoover’s, (미국) ThomasNet, Manta, Tradekey, MacRae’s, (영국) WCK2, (인도) IndiaMart, (중국) Wiki800 등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수출상담회란?

1

⦁ 지자체, 수출지원기관 등에서 초청한 바이어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출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사전 신청을 통해 적합 바이어를 매칭하고 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함
* zoom 등 글로벌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상담 진행

⦁ 매칭된 바이어 별로 20~30분 상담 시간 배정

추진규모7)

2

⦁ 연 1~2회 추진, 지자체, 협·단체, 수출지원기관 뉴스레터 구독 통해 일정 확인

장·단점

3

⦁ (장점) 앉아서 편하게 상담, 직접 상담 주선 불요, 시간 및 비용 절약

1



⦁ (단점) 미스매칭 가능성, 국내 기업 간 과다 경쟁
TIP

상담회 특성상 한 바이어가 다수의 공급사와 상담을 진행하므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자사만의 차별점을
설명할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로 참여해야 성사율을 높일 수 있음

시장개척단이란?

1

⦁ 수출상담회의 해외버전으로, 국내 신청기업 제품 특성에 맞추어 섭외한 바이어와 해외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국내 개최 상담회보다 구매 가능성이 큰 바이어와 만날 확률이 높음
⦁ 국가별·도시별로 2~3개 지역을 결합하여 각 지역별로 1일 상담 시간 부여
* 지자체 주관 시장개척단의 경우, 바이어 발굴 비용 외에도 항공료, 통역비, 현지 교통편 등이 지원됨

추진규모

2

⦁ 연 10회 내외 추진, 지자체, 협·단체, 수출지원기관 뉴스레터 구독 통해 일정 확인

1



장·단점

3

⦁ (장점) 앉아서 편하게 상담, 직접 상담 주선 불요, 시간 및 비용 절약
⦁ (단점) 미스매칭 가능성, 시장성 없는 지역은 성과 저조, 방문지 선택 불가
TIP

구매력 있는 바이어는 이미 유사 품목을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규 제품을 중심으로 왜 자사
제품이 타사에 비해 더 매력적인지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함

7) 수출상담회(지자체, 유관기관) : 충청남도(cntrade.chungnam.go.kr), aT(global.at.or.kr), KOTRA(www.gep.or.kr),
중소기업중앙회(www.smes.go.kr/sme-expo) 등 참고

09

해외전시회 특징
⦁ 전문 전시회의 경우, 바이어들이 신규 협력사를 발굴하거나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간과 예산을 들여 참여하는 만큼 거래 성사율이 높지만, 현지 참가에 따른 비용부담이 큼
⦁ 3~5회 이상 동일 전시회 참여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해외전시회 정보*
⦁ KOTRA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 통해 해외 전문 전시회 일정, 참가 및 지원정보 확인 가능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sme-expo.go.kr), 독일전시협회(www.auma.de, www.reedexpo.com. www.tsnn.com,
www.exhibitoronline.com)

전시회 소요비용 지원
⦁ 정부 및 지자체에서 부스 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등 전시회 소요 비용 지원8)

효과적인 전시회 활용 방안
1) 사전준비
· 품목별로 대표적인 전시회 선택, 입구에서 가깝고, 2면 이상 트여있는 부스가 좋은 부스
· 부스참가 전에 사전 ‘참관’을 통해 필요사항을 체크
· 최신 트렌드 및 전시회 주제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전시제품 준비
· 외국어 회사소개서 및 카탈로그, 제품 소개 문구 준비
· 일반 방문객 배포용 리플렛(A4 1장 사이즈) 준비하여 카탈로그 절약
· 통역준비(코트라 현지무역관에 추천요청, 최소 1달 전), 항공 및 숙박 예약(전시회 전문여행사 활용)
· 포장명세(cbm, 수량/ctn), 견적(수량별, 운송조건별), MOQ, Lead Time, Capa(일/월/년) 확인
· 홍보물, 고객 제공용 샘플 및 기념품 준비
· (필요시) 샘플 통관을 위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ATA까르네(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대한상의) 준비

2) 현장 상담
· 잠재 바이어에게 전시부스 방문 초청 메일 발송하고, 현장 상담 진행
· 전시회 자체 바이어 연계 서비스 적극 활용
· 통역원에게 상담 시나리오 제공하여 충분한 숙지 후 통역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주요 수출(예정)국 운송정보와 단가(FOB, CIF 기준) 등을 숙지하여 상담
· 품질 및 제품인증, 지식재산권, A/S 등 경쟁력 우위요소 어필
· 현장에서 샘플은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후에 착불로 발송하여 샘플비용 최소화
· 고객사 및 해외 경쟁사 부스 방문 통해 시장동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협력사들과 협조관계 구축

3) 사후 관리
· 바이어 명함 및 상담내용을 정리하여 바이어 DB 구축(계약성사 가능성에 따라 구분)
· 감사 편지 발송 및 지속 교신,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와 약속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

TIP

●

초보기업이라면 전시회 전문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
* 단체항공권, 단체숙소, 단체식사, 현지 가이드, 현지 교통편(숙소↔전시장) 등

●

숙소는 전시장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예약(몸이 편해야 상담이 잘된다)
전시 중 간단히 식사할 수 있는 동선·메뉴 파악, 점심은 간단하게 해결하고, 저녁을 맛있게 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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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 국내 및 해외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최대 1억원) ☎041-415-0607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www.sme-expo.go.kr)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02-2124-3296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 해외전시회 단체 및 개별참가 지원 ☎1600-71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global.at.or.kr) : 국제식품 박람회 단체 및 개별참가 지원 ☎061-931-0855
충청남도,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예산군 : 국내 및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1

검색엔진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 구글 등 글로벌 검색엔진에서 검색했을 때 자사의 제품 및 정보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검색엔진의 정보수집 알고리즘에 맞추어 자사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타겟 바이어의 방문 유도
⦁ 해외는 인터넷 구동속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느리므로, 홈페이지를 Image, 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
위주로 제작하기보다는, Text + Image 조합의 저용량 콘텐츠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2

1

SNS 마케팅
⦁ (SNS마케팅)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글로벌 SNS에 기업계정을 만들어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잠재 고객에게 노출
⦁ (광고마케팅) 플랫폼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대상층에 인위적으로 광고를 노출하여 고객을 확보

3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 최근 B2C 제품을 중심으로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각광. 인플루언서의 실제사용 영상, 사용후기
등 업로드 통해 마케팅 진행
⦁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활동은 통상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되며,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는 현지 주재기관, 전문 대행사를 통해 확인 가능
소셜미디어

1

주요특징

페이스북

Facebook

·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미디어
· 기업 페이지를 활용한 광고 가능, 특정 대상 타겟화 광고 가능

왓츠앱

Whatsapp

· 전 세계 6억 명 이상 사용자 보유
· 빠르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게임, 광고, 마케팅 플랫폼 기능 없음)

유튜브

Youtube

·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 유료 광고뿐 아니라 기획 콘텐츠를 통한 간접광고 수단으로 활용

위챗(웨이신)

WeChat

· 중화권 최대 모바일 메신저
· 편리한 결제체계 보유(위챗페이), 위챗 내 모바일 쇼핑몰 보유

인스타그램

Instagram

트위터

Twitter

· 140자 이내만 등록 가능, 팔로워 리트윗을 통한 빠른 전달 속도가 특징
·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한 용도로 활용됨

링크드인

Linkedin

· 비즈니스 전용, 개인이나 회사의 상세정보 등록 및 활용
· 회사 상세정보 제공 가능하여 B2B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

· 사진, 영상 위주 정보공유 플랫폼
·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제품 홍보 채널로 활용

해외지사화
⦁ 공공기관의 해외네트워크(KOTRA, 중진공, OKTA)가 해외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해외 진출 초기기업에 유용 9)
* 진입(기초 마케팅), 발전(마케팅 및 수출), 확장(수출 및 현지화)으로 구분하여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통관자문, 인허가 등 지원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외 사무공간 임대사업으로 주로
코트라 해외무역관, 외교부 해외공관 등에 설치되어 있음(14개국, 23개소, 283개실)10)
⦁ 정부에서 임대료 지원(1년차 80%, 2년차 50%) 및 법인설립, 회계, 노무 등 현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의 현지 조기 정착에 유용 정착에 유용

1


9)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수출인큐베이터(☎055-751-9673)

11

1

수출가격 책정 방법
⦁ 환율 변동 등 장기적인 가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은 정확한 가격정책과 원가산출 방식을
유지해야 하며, 수출에 수반되는 금융, 행정비용을 단가에 포함해야 함
⦁ 또한, 바이어의 제품 옵션 변경요구, 수량에 따른 가격 할인 요구 등을 수용할 여지를 남겨둬야 함
⦁ 환율은 연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약간 낮게 책정하는 것이 환율 하락 대비에 유리함



¡

구분

내용

제조원가

원부자재 구매비용, 단위당 생산비용(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등), 수출품 검사비용, 수출품 포장비용

+
+
+
+
+



물류비용

내륙운송료, 운송비(해상운송 or 항공운송), 보험료(필요시)*, 창고료

금융비용

환가료, 은행 수수료 등

행정비용

수출통관 수수료, 승인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 등

기타비용

에이전트 수수료(필요시), 기타 수출에 드는 비용

이윤

수출자의 적정이윤

* 적하보험 :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의해 계약물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

2

결제조건 책정
⦁ 선적 전 대금 전액을 결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거래 기간이 길어지면 한쪽에만 유리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바이어의 신용도, 거래이력, 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함
* 초기에는 선적 전 100% 현금 결재, 1~2년 정도 거래가 안정되면, ’60% 선적 전, 잔금 도착 시‘ 등으로 조건 완화

3

운송조건 결정
⦁ 주로 바이어가 선호하는 조건을 수용하며, 운송수단, 책임 범위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부담범위를 달리함
* 운송비는 계절, 유가인상 등 변동요인이 많으므로, 운송사로부터 받은 견적보다 10~20% 가량 조금 높게
반영하는 것이 유리

[ INCOTERMS 2020(11가지 조건 중 대표적인 것 5가지) ]
조건명

내륙운송

수출항

해상운송

수입항

Ex works

EXW

(공장 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

CIF

Cost, Insurance & Freight

DAP

Delivered at Place

DDP

Delivered Duty Paid

(본선 인도조건)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도착지 인도조건)

수출자 의무

12

수출자

(관세지급 인도조건)

수입자 의무

위험이전

11) 수출중소기업 현장밀착 코칭서비스(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수출지원기관 합동) ☎041-415-0605
이동코트라 : 충남 ☎042-862-8315, 천안 ☎041-415-1513
Trade-Sure 컨설팅센터(한국무역보험공사) : 금융, 수출입 상담 지원 ☎1588-3884, tradesure.ksure.or.kr

내륙운송

수입자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1

수출계약 표준양식
⦁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출자, 수입자, 상품명, 가격, 수량 등이 명시된 서류
(오퍼시트, 인보이스, 구매주문서 등)가 계약서로 간주 됨. 그러나, 분쟁 발생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
*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 자료 → 표준계약서/작성 가이드라인

2

수출계약서 포함사항
⦁ 상품명, 수량, 가격, 납기, 결제 조건 등의 일반 조항과 선적 조건, 클레임 조항, 중재 조항, 불가항력
조항, 분쟁 예방 조항 등의 부가 조항이 포함됨

3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정형화된 계약서의 앞면에는 일반 조항들이 뒷면에는 부가 조항이 들어가며,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반드시 뒷면의 부가 조항도 꼼꼼히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1
¢£¤
¥¦

* 법무부 지원사업을 통해 무료 검토 가능(www.9988law.com) → 국제사건 → 국제사건 접수(온라인 검토, 무료)

1

수출통관 과정

기업

기업 or 관세사

세관

세관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서류 준비

수출신고서 작성 및
세관 제출

수출서류 심사 및
물품검사(수출전검사)*

수출신고필증 교부

* 대부분 ‘수출전검사’ 없이 수출서류만으로 심사하나, ‘수출전검사’ 발생시, 기업과 세관이 함께 물품 검사 시행(2~3일 소요)
**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여부 및 ‘전략물자 대상 물품’ 여부 사전확인 필요
12)

2

13)

수출 신고 절차

1



⦁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연결된 통관고유부호 발급과 해외거래처 신고가 필요하며,
수출시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출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가 대행하여 세관에 신고
* 초보기업에서는 주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전자통관으로 대부분 당일에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됨(관세사 추천이 필요한 경우,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에 추천 요청)

3

HS코드
⦁ HS코드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체계를 통일화한
것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HSK)는 10자리까지 사용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세계HS → 관세율표 → 검색창) 통해
품목명 검색 및 HS코드 확인
* 수출자가 스스로 HS코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해 HS코드 확인(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12) 세관장 확인 대상 : 특정품목은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수출가능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관세정보 → 통관정보 → 세관장확인사항 → 검색창(HS코드로 검색)
13) 전략물자 사전판정 :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필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통해 온라인으로 자가판정하거나, 전문판정 의뢰(15일 소요)

13

1

운송진행과정
⦁ 수입항까지 운행스케줄 및 견적 확인 → 선복확보 → 수출신고 → 제품출고* → 선적 → B/L 발행
⦁ 중소기업의 경우, 운행스케줄부터 B/L발행까지 포워더**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
* 실제 선적일보다 1~3일 정도 먼저 화물 입고가 마감되므로, 운송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출고해야 함
** 포워더(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인) : 해운회사와 기업(화주) 사이에서 운송을 주선하는 자



2

FCL, LCL
⦁ FCL(Full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1개를 1개 기업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
¨©

⦁ LCL(Less Container Load) : 컨테이너 1개를 다수의 기업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 포워더가 다수 화주의 물량을 모아 1개 컨테이너로 선적
** LCL 화물은 화물을 합산/분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FCL에 비해 운송 소요기간이 길고, 운송비 부담이 크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이라면 LCL과 FCL 화물운송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저렴한 것으로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

3

운송비
⦁ (해상) 부피[CBM(cubic meter), 가로x세로x높이, 단위 : 미터] 기준으로 운송비 부과
* 물량 집중시기(여름휴가 전, 연말 등)에는 ‘성수기 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물류비가 수시로 변동하는바, 견적 제공시에는
실제 선적시기의 물류비 예측이 필요(실제 물류비는 출항 1개월 전에 공개되는바, 전년도 인상률 등 고려하여 물류비 예측)

⦁ (항공) 총 중량과 부피중량[(가로 x 세로 x 높이)/6000, 단위 : CM]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운송비 부과
⦁ (내륙운송) 제조공장에서 선적항까지 소요되는 트럭운송비(운송거리에 따라 부과)
⦁ (적하보험) 운송 중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구간보험(운송 개시부터 종료까지)
*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인보이스 금액의 약 0.03%)하므로, CFR로 견적을 제공한다면 적하보험을 포함한 CIF로
제공하여 만약의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함

⦁ (기타) B/L 발행비, 수출신고 수수료, THC(항만처리비용), 유류할증료 등
컨테이너규격

길이(내경)

너비(내경)

높이(내경)

평균적재부피

허용한계중량

20FT

5.90m

2.32m

2.24m

25~28cbm

18ton

40FT

12.00m

2.32m

2.24m

55~58cbm

21ton

40HQ

12.00m

2.32m

2.69m

58~66cbm

21ton

* [주의] 컨테이너 내경은 컨테이너 회사별로 조금씩 달라 최소기준으로 명시한 점 감안 필요
** 팔레트 적재시 팔레트 규격에 따라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질 수 있음
ex) 1100m x 1100mm 팔레트 1단 적재시, 20ft는 10개, 40ft는 22개 팔레트 적재 가능

4

운송일정 및 화물추적
⦁ (운송일정) 각각의 선사, 항공사에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송일정 및 화물추적 서비스 제공
* ex) HMM(www.hmm21.com) → 스케줄조회 / 화물위치추적

⦁ (물류플랫폼) 트래드링스(www.tradlinx.com), 포워더케이알(www.forwader.kr)등 물류
플랫폼에서 해상스케줄, 화물추적 등 물류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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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내용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발 예정시간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시간

포워더(Freight Forwarder)

운송주선업자

FCL(Full Container Load)

1개 컨터이너에 화주 한명의 화물이 적재되는 것

LCL(Less Container Load)

1개 컨터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이 적재되는 것

콘솔(Consolidation)

여러 회사의 LCL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로 모아서 적재·운송하는 서비스

B/L(Bill of Loading)

선하증권,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유가증권*

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 화물보다 BL원본이 늦게 도착할 경우, LC개설은행에서
BL없이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운송사에 보증하는 서류

AWB(Airway Bill)

항공운송장(유가증권 아님, 없어도 물건 수령 가능)

노미(Nomination)

FOB 거래에서 수입자가 운송사 지명하는 것

Check B/L

기재된 항목이 맞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된 B/L 초안

Surrender B/L

1
ª
¨©
«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B/L
* Surrender(유가증권으로서의 권리포기)

Freight Pre-paid

운송비 선납, C조건, D조건 거래에서 표기

Freight Collect

운송비 착불 EXW, F조건 거래에서 표기

CY(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 FCL 화물이 선적 전에 대기하는 곳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화물 집합장소, LCL 화물을 혼합/분배하는 곳

D/O(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Doc Closing(Document Closing)

서류 마감일, 선적관련 서류 제출 마감일

Cargo Closing

화물 마감일, 화물 입고 마감일(통상적으로, -1일까지 항구에 입고해야 함)

VGM(Verified Gross Volume)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제(선적전 중량 통지 의무)

쉽핑마크(Shipping Mark)

화물 구분을 쉽게 하려고 화물에 부착하는 표식

CFS Charge

LCL 화물에 부과

FSC(Fuel Surcharge)

항공 유류 할증료

BAF(Bunker Adjustment Factor)

해상 유류 할증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항구 사용료

Wharfage

부두 사용료

CCF(Container Cleansing Fee)

컨테이너 청소비용

Document Fee

B/L 발행비용

Custom Fee

수출신고 대행 비용

* 수출기업명, 수량, 무게 등 기재

* 유가증권, L/C거래에서 원본 요구시, 원본서류는 반드시 은행을 통해 발송(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지 않도록 유의)
TIP

●
●

파손, 도난 등 사고에 대비하여 화물 포장상태, 적재상태, 씰넘버 증빙 사진 확보
FCL은 적재완료 후 컨테이너 씰(seal)로 컨테이너를 봉하며, 이 씰 번호를 인보이스 등에 기재해야 함
즉, 서류 마감일 = 실질적인 화물 마감일
* 제조 일정에 여유가 없다면, 미리 컨테이너를 받아 씰 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서류 마감일까지 제출하고,
화물 마감일에 맞추어 입고시키는 것도 가능(단, 컨테이너 사용일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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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 수입자가 수출자 외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출거래의 약 70%가 활용
⦁ 송금이 완료되면, 수출자 거래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해외송금 건을 통지하며, 프로포마 인보이스
(Proforma Invoice)등 거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자 계좌로 입금이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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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1. 송금영수증(Copy of Remittance)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수출자은행에 입금 확인된 후에 제품을
발송하는 것이 좋음(송금 후 수출자은행 실제 입금까지 2~3일 소요되어, 송금영수증 발송 후 송금을
취소하는 사기 형태도 있음)
2.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편취 사기도 있으므로, 바이어에게 결제계좌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통지받으면 반드시 유선 및 SNS로 확인하도록 미리 경고하여 무역사기 사전 예방 필요

2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자는 물품선적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 수령
* 신용장은 서류제시만으로 대금이 지급되므로 신용장 만기일, 선적 만기일, 요구서류 등을 꼼꼼히 살펴서 불리함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함

⦁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거래이나, 수수료 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주로 신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에 사용
[신용장 거래경로]
11. 환어음대금상환
8. 환어음 및 선적서류 송부

개설은행

3. L/C 개설·송부

통지은행·매입은행

7.환어음매입
대금지급

6.환어음+선적서류
첨부 매입 신청

4. L/C 도착통지

2. L/C 개설 신청

9. 선적서류
도착 통지

10.환어음대금지급
선적서류인수

1. 매매계약의 체결
수입상 (개설신청인)

3

5. 수출 선적

수출상 (수익자)

추심(Collection)
⦁ 수출자가 선적 후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자가
수입자 거래은행에 대금 지급하고, 수입자 은행 → 수출자은행 → 수출자에게 대금 전달
· DP(지급인도인도, 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입자가 대금 지급하면 서류 인도
· DA(인수인도조건,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서류 먼저 받고 환어음 만기일에 대금 지급

⦁ 서류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은 L/C와 동일하나 L/C와 달리 추심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수출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대금결제 방식임
⦁ 유럽 거래처가 선호하며, 주로 본·지사 간 거래 등 수입자의 신용이 높은 거래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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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페이팅(Forfaiting)
⦁ (주요내용) 해외 수입국 은행에서 개설한 신용장 또는 보증과 관련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포페이터
(Forfaier, 한국수출입은행14) )이 수출자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상품
*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 자료 → 표준계약서/작성 가이드라인

⦁ (활용사례) 기한부신용장의 수출대금을 즉시 대출(일정 할인료율 차감)받아 운전자금으로 활용
⦁ (대상거래) 취소불능 신용장 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국외은행 지급보증 수반)의 수출거래
⦁ (대상기업) 신용도가 양호한 1년 이상의 동종품목 제작 경험 및 수출실적 보유기업 또는 동일
수입자와과거 1회 이상 거래기업

1


⦁ (대출규모) US$ 1만불 ~ 5천만불 이하, 30일 이상 2년 미만(한국수출입은행 기준)
⦁ (할인료율) 1년 미만 : Term SOFR + 가산율 / 2년 미만 : SWAP RATE + 가산율

2

1

대출상담(지원가능여부 상담) →

4

포페이팅 매입 신청 →

5

2

포페이팅 약정체결(수출자-포페이터) →

인수통지서 접수(수입국 은행) →

6

3

포페이팅 한도승인 →

대출집행

수출팩토링(Factoring)
⦁ (주요내용)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수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수출채권을 팩토링회사
(Factor, 한국수출입은행 등)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무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금융상품
⦁ (활용사례) 외상거래시 수출팩토링을 통해 수출이행 후 바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운전자금으로 활용
⦁ (대상거래) 장기공급계약 및 개별 PO를 기반으로 하는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방식) 외상 수출거래
⦁ (대상채권) 대금결제기간 6개월 이내 수출채권
⦁ (대상기업) 1년 이상 동종 품목 제작경험 및 수출 실적이 있는 등 동일 해외 수입자와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출기업
⦁ (거래방식) 수출거래별로 수출채권 매입한도(수출팩토링 회전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내에서
수출채권을 개별 매입
⦁ (할인료율) Term SOFR + 가산율* 국회팩토링 회사 연계시 별도 수수료 추가 부과
1

한도 설정 상담(지원가능여부 상담) →

4

한도설정 승인(약 2주 소요) →

5

2

신용조사(수입자, 약 2주 소요) →

한도거래 약정체결 →

6

3

한도설정 신청 →

집행(채권매입신청서 접수/매입대금 송금)

14) 한국수출입은행 문의처 : 포페이팅 ☎02-6252-3410, 팩토링 ☎02-625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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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수출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수출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음
⦁ 직접 제조하여 수출한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자에게 공급받아 수출한 제품도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부가가치세율 0%) 적용하여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함



구매확인서

2

⦁ 공급한 제품이 수출품의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UtradeHUB)15)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간접수출로서 수출실적을 인정 받을 수 있음

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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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물품 공급업체(제조자)가 구매업체(수출자)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구매업체(수출자)는
구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관련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
cf

1

수입신고시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신고시 정산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대상 : (중소)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 수출비중 30% 이상]

FTA 활용
⦁ 우리나라는 58개국과 18건의 FTA(Free Trade Agreement)협정을 체결·발효함(‘22년 2월 기준).
FTA 체결국 수입자는 FTA우대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 체결국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일반현황 → FTA 체결현황

⦁ 단, FTA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FTA의 ‘수입국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사전 확인 필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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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FTA 협정 발효국 확인 →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원산지판정 →

2

수출품 HS코드 확인 →
5

3

FTA 관세혜택 확인(실익분석) →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및 발급 →

6

관련서류 보관(3~5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상공회의소, 세관)을 통해 발급
·(자율발급) 미국, EU, 캐나다, 터키, 호주 등(국가별 권고서식 활용)
·(기관발급)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협정별 규정서식 사용)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원산지소명서, 원·부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경우), 구매증빙서류(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등 해당 FTA에서 요구하는 서류

18

15) 구매확인서통합정보서비스(ulocal.utradehub.or.kr) ☎1566-2119
16) FTA컨설팅(충남FTA활용지원센터) : 전담 관세사 무료상담 ☎041-539-4534

알아두면 꿀이되는 수출 가이드북

관세환급이란?

1

⦁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납부한 관세를
관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관세환급 방식

2

⦁ (개별환급)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부과된 관세를 소요량 계산서 및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에 따라 환급
* 환급방식(개별/간이)을 한번 선택하면 2년간 변경 불가, ‘원상태수출’이나 ‘수탁가공수출’은 개별환급만 가능

⦁ (간이정액환급) 수출품 HS코드 별로 정해진 요율(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간소한 방식으로 환급17)
- 수입증빙 없이 수출증빙만으로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나, 해마다 환급금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임
ex) ’21년 기준 연필(9609.10-1000)은 FOB기준 10,000원당 10원 환급 가능( ’15년 40원 환급)

⦁ (자동간이환급) 간이정액 환급업체의 경우, 수출신고시 ‘자동간이 환급여부’를 표기하면 지정기업에
대해 월·분기별 자동 환급 가능
TIP

1
¹¶
º»

관세환급은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환급액이 크지 않다면 1년 치를
모아서 업무부담이 적은 시기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 직접 신청 또는 관세사 대행 가능
(관세청 유니패스 : www.unipass.go.kr)

1

지원사업 신청
⦁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공고하므로, 신규 신청 또는 갱신이 필요한
사업은 연초에 달력에 신청시기를 표시해 놓고, 공고와 함께 바로 신청(마감일 엄수)
* 온라인 접수가 일반적이므로, 신청 사이트별로 뉴스레터를 신청해놓으면, 공고시에 안내 메일을 받을 수 있음

2

서류평가 자료제출
⦁ (온라인) 요청하는 서류는 모두 업로드, 양이 많다면 압축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 파일명 :‘서류명_기업명’)
⦁ (오프라인) 요청한 서류 순서대로 인쇄하여 집게로 집어서 1벌로 제출( 클리어 파일, 제본 등 금지 )

3

현장평가 준비
⦁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순서대로 인쇄하여 집게로 집어서 1벌로 제시(클리어 파일, 제본 등 금지)
⦁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평가점수에 반영안 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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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의 질문에 진실하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답변(평가자는 점수를 주려고 물어보는 것임)
⦁ 수출계획은 구체적으로 준비(타겟 시장 분석, 목표 수출금액, 수출금액 달성을 위한 노력 등)
4

발표평가 준비
⦁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 발표하자(말을 설득력있게 할 필요가 있음)
⦁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배정된 시간에 맞추어 예행 연습 후 실제 발표 진행

17) 적용대상 : 직전 2년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제조업)

19

수출지원사업
19
연번

사업명

지원대상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수출바우처(중소벤처기업부 : 3천만원~1억원)

1

2

3

4

5

6

7

8

① 조사/일반 컨설팅정보
② 통번역
③ 역량강화교육
④ 특허/지재권/시험
⑤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⑥ 홍보/광고
⑦ 브랜드 개발·관리
⑧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항공료 지원)
⑨ 법무·세무·회계컨설팅
⑩ 디자인개발(카달로그, 동영상, 제품·포장디자인 등)
⑪ 홍보동영상
⑫ 해외규격인증, 물류비 지원 등

<성장바우처> * 중소기업, 전년도 직수출 기준

수출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 2천만원~2억원)

중소·중견기업 [#1 중복신청 불가]

*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과 지원내용 동일

* 중견글로벌, 소부장선도, 소비재선도, 서비스선도 등

중소기업 혁신바우처(50~90%, 최대 5천만원)

충남 본사 소재 제조업

* 기술지원(시제품제작, 인증, 지재권 등), 마케팅(디자인, 홍보) 등

*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80%, 3천만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지원(450만원, 80개사)
* 외국어 카달로그·홈페이지, 브랜드디자인, 지식재산권, 시제품제작 등

• 내수기업(3천만원) : 수출 0
• 수출초보(3천만원) : 수출 10만불 미만
• 수출유망(5천만원) : 수출 10~100만불 미만
• 수출성장(8천만원) : 수출 100~500만불 미만
• 수출강소(10천만원) : 수출 500만불 이상

1월,
4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07
(www.exportvoucher.com)

<수출 Game-Changers>
• 수출 증가율이 높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중소기업

KOTRA 수출

12월 ☎1533-4323바우처팀
(www.exportvoucher.com)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월

☎041-415-0361
(www.mssmiv.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월

☎042-363-7908
(www.gosims.go.kr)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30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기업분석, 타겟시장 컨설팅, 바이어발굴, 사후관리 등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하

KITA 수출바우처 서비스(50~100만원, 90% 지원)

한국무역협회 회원사(회비 완납)

* 통번역, 홈페이지, 카달로그, 무역교육, 운송비, 통관수수료 등 지원

* 통번역은 100% 지원

충남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3천만원, 3년, 15개사)

충남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

* 국내외인증, 제품디자인, 해외전시회 참가, 시제품제작 등 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300' 지정기업은 신청불가

충남지역 특화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1,980만원, 9개사)

충남지역 대표/특화산업 전후방 기업

* 시장조사, 유통채널 입점, 해외인증, 전시회, 홍보물제작 등

* 민간기관(OKTA, 무역상사)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충남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3천만원, 90%)

충남지역 주력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 중소기업

*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 디자인, 마케팅 등

* 충남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 연구소) 보유

3월,
7월

충남경제진흥원

☎041-539-4535
(cntrade.chungnam.go.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상/하 ☎042-338-1003
(cntrade.chungnam.go.kr)

한국무역협회

상시

☎02-1566-5114
(membership.kita.net)

2월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634
(www.ctp.or.kr)

9

10

11

20

소상공인 IP(지식재산) 역량강화(자부담 20%, 2건/1사)
* 상표출원(600만원), IP창출종합패키지(1,500만원)

4월

충남테크노파크

5월

☎041-589-0640
(www.ctp.or.kr)

충남지식재산센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수시

☎041-559-5746
(www.ripc.org/pms)

☎1357 www.bizinfo.go.kr
중소기업 정책정포 포털 기업마당

연번

12

사업명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사업(3년, 연 7천만원, 60%)
* 해외출원[특허·상표·디자인], OA비용·등록, 디자인개발 등

지원대상

수출(예정) 중소기업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1월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www.ripc.org/pms)

13

14

15

16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2천만원, 60%, 2건/1사)

충남 본사 소재 중소기업

* 특허맵, 특허기술 홍보영상,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해외출원

* 천안, 아산, 계룡, 예산,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청양

IP(지식재산) 나래(1,750만원, 자부담 30%)

기술 보유 중소기업[업력 7년이내(전환창업 후 5년)]

* IP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3D프린팅모형설계 등

* 천안, 아산, 예산, 공주, 청양, 계룡, 부여, 논산, 금산 소재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500~1,000만원, 70~80%)

충남소재 IP 기반 스타트업 [#12, #14 중복신청 불가]

* 국내 및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비용지원

* 창업 7년 미만이며 매출액 100억 미만 중소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 오픈 이노베이션(10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GVC 진입컨설팅, 화상상담회 등

*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부품 제조기업

수시

2월,
6월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8
(www.ripc.org/pms)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3월

☎041-536-7890, 7853
(www.ccceicontest.or.kr)

공고시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천안분소

☎041-415-1514
(cntrade.chungnam.go.kr)

17

18

19

20

21

내수기업 해외마케팅 패키지 사업(20개사)
* 무역상담, 지사화, 온라인 유통망입점 등 패키지 형태 지원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3천만원, 90%)
* 디자인컨설팅, 제품디자인(렌더링, 목업), 양산컨설팅, 사진촬영 등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사업(1,500만원, 70%)
* 전시회, 홍보브로셔 및 영상 제작, 시장조사, 국제운송 등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수출유망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031-365-424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월

☎043-713-8862
(www.khidi.or.kr)

최근 3년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기업

* 포장디자인, 지식재산권, 해외인증, 전시회, 해외판촉, 미디어홍보 등

* 초보(수출1~10만불), 고도화(10~500만불, 500만불 이상)

*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 라벨링, 상표권 출원, 포장패키지 현지화 등

디자인주도혁신센터

3월

(www.kidp.or.kr)

우수 농식품 패키지 지원(8천~2억원, 80%)

수산식품기업 바우처(구. 현지화 지원사업)

공고시

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aT 수출기업육성부

1월

☎061-931-0863, 0862
(global.at.or.kr)

3월~
예산
소진시
aT 수산수출부

☎061-931-0854
(global.at.or.kr)

22

23

수산식품기업 바우처(초보·성장·고도화, 3~5년, 80%)

수산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 포장디자인, 지식재산권, 국제인증, 브랜드개발, 판촉, 전시회 등

* 최근 3년 평균 수산수출실적 1만불 ~ 100만불 이상

스포츠 중소기업 성장지원(3개 과제, 최대 1억원)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80억)·서비스업(30억),
스포츠시설업(30억) 3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 제품개발, 국내·외 마케팅, 온라인 판로개척, 해외전시회 참가 등

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고시 ☎02-410-1545~6
(spobiz.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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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연번

1

2

3

4

5

6

7

8

9

10

지원대상

해외통상사무소 연계 바이어 발굴 및 계약지원(20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바이어 발굴, 현지 시장성 조사, 바이어 신용조사 등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

해외시장조사사업(유료, 84개국 127개 무역관 활용)
* 사업파트너 연결(2~3개사), 항목별 시장조사, 거래선 관심도 조사 등

KOTRA 해외시장뉴스(화, 금 뉴스레터 발송)
* 산업·상품정보, 국가·지역정보, 통상·경제 동향, 해외투자정보 등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 NAVI)
* 48개 무역유관기관이 입수한 최신 해외시장정보 제공

K-SURE 리서치센터(무료)
* 해외수입자 정보, 국가별 종합분석 지표, 글로벌 산업 정보 등 제공

국외기업 신용조사(유료)
* 기업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 신용조사

품목분류 사전심사(HS코드 확인)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심사신청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충남경제진흥원

공고시 ☎041-539-4532
(cntrade.chungnam.go.kr)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상시

해외진출 희망 기업

상시

☎1600-7119
(www.kotra.or.kr/biz)
KOTRA 시장정보센터

☎02-3460-7409
(dream.kotra.or.kr)
한국무역협회

모든 기업

상시

☎1566-5114
(www.tradenavi.or.kr)

모든 기업

상시

한국무역보험공사

☎041-622-7519
☎042-526-3291

모든 기업

상시

수출·입하려는자, 관세사, 통관법인

수시

(www.ksure.or.kr)

관세청 전자통관서비스

☎1544-1285
(unipass.customs.go.kr)

서비스산업 수출 로드맵 수립지원(300만원, 10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서비스기업

* 기초산업(전략)조사, 관심 바이어 발굴(2개사), 화상상담(1건)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미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월 ☎041-590-0947
(cntrade.chungnam.go.kr)
농식품수출정보

농식품 수출정보(KATI)
*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라벨링 기준 등

수산물 수출정보(Kfishinfo)
* 수출국 환경분석, 현지 경쟁사 분석, 소비자 조사 등

농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상시

☎061-931-0879
(www.kati.net)
수산물 수출정보포털

수산식품 생산·수출·가공 업체 등

상시

☎1644-6419
(www.kfishinfo.co.kr)

1
연번

1

2

사업명
중소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
* 상반기(수출첫걸음, 글로벌마케팅), 하반기(지역전문가 육성)

KOTRA 아카데미 교육 연수(유료)
* 글로벌 지역전문가, 글로벌 비즈니스, 산업별·역량별 맞춤형 과정

지원대상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공고시 ☎041-415-0605
(www.mss.go.kr/site/chungnam/main.do)
KOTRA 아카데미 대전분원

대전/세종/충남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시

☎042-338-1707
(kotra2016.com/daejeon)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3

무역아카데미 수강료 할인(20%)

한국무역협회 회원사(회비 완납)

상시

☎02-1566-5114
(newtradecampus.kita.net)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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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러닝(무료 온라인 교육, 수료증 발급)
* FTA 기본활용, 업종별 FTA, 국가별 FTA

FTA 활용교육(온라인/집합교육)
* 원산지관리사 양성, FTA활용 무역실무, C/O작성 등

FTA 사이버연수원

기업재직자, 학생, 일반국민

연중

☎02-724-1151
(e-kpc.or.kr/fta)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수시

☎041-539-4591
(www.fta.go.kr/regions/chungnam)

1
연번

1

2

3

4

5

6

7

8

9

사업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최대 1억, 50%, 70%)

충남 본사 소재 중소기업

* 425개 인증, 연 3회(4개 인증/1사)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불 미만

해외규격인증 방문형 컨설팅(무료)

중소기업

* 1:1기술지원+시험분석 비용지원(70%, 250~500만원)

*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불 미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8개사, 70%, 1천만원)
* CE, FDA 등 해외규격인증 1사 최대 2건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SMETA, BSCI, FSSAI, 할랄, ASC, MSC, IFS, BRC, FSVP 등

비관세분야 대응지원사업(전국 18개사, 80%)
* 해외인증 획득비용(800만원) 및 지식재산권 출원비용(6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지원
* 유트브용 영상제작(국내용/해외용 택1)

화상상담용 VR콘텐츠 제작 지원(70% 한도, 6개사)
* 온라인 상담시 수출품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VR콘텐츠 제작

14

15

16

17

중소·중견기업

☎041-415-0678
(www.smes.go.kr/globalcert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월~ ☎02-2164-0173
예산소진시 (www.smes.go.kr/globalcerti)

3월

☎041-539-4582

aT 수출기업육성부

3월

☎ 061-931-0864
(global.at.or.kr)
한국수산회

2~9월 ☎02-589-4653, 4624

4월

한국무역협회 FTA기업지원실

☎02-6000-7582
(www.kita.net)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5월

☎041-539-4531
(cntrade.chungnam.go.kr, cnsp.or.kr)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시 ☎041-590-0941

(cntrade.chungnam.go.kr)

* 일반번역, 기술번역, 동시통역, 순차통역, 수행통역 지원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미만)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70%, 100만원, 10개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biz.kfish.kr)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11

13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생산·제조·유통업체 등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250만원, 25개사, 월2회/1사)

외국어 통번역 지원(70% 한도, 100만원, 10개사)

1, 5,
8월

문의 및 사업신청

(cntrade.chungnam.go.kr, cnsp.or.kr)

* 할랄, FSSC22000, 미FDA, FSVP, 해외유기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지원(2~5천만원, 80%)

접수
기간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해외인증 등록지원(2천만원, 70%)

10

12

지원대상

아산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진행중
☎042-338-1003
(~연말)
(dc.kita.net)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4월

☎041-540-2337
(www.asan.go.kr)

해외지사화 참여기업 지원(발전단계, 50%, 175만원)
*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선정기업에 한함

3D 프린터 & 태양광 장비활용 시제품 제작지원

예비창업자, 일반인, 학생 등 누구나

* 재료비, 장비구동비, 컨설팅 무상지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시제품제작터 장비예약

수출유망상품화 상품고도화 지원(7천만원, 80%)

국내 수산물 및 수산식품 제조·수출업체

* 상품개발·개선, 해외마케팅(홍보, 전시회, 유통업체 입점 등)

* 최근 3년 평균 수출 1만불 이상[보조금 100% 수출의무]

수출상품화 지원(6천만원, 80%)
* 상품개발·개선,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2천만원, 80%)
* 상품개발·개선,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농식품 현지화 지원-포장패키지 현지화(2천만원, 90%)
* 비관세장벽대응, 라벨링, 상표권, 포장패키지, 식품 검사·등록 등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상시

☎041-536-7872
(ccei.creativekorea.or.kr/chungnam)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2월

☎02-2240-5603, 5610
(www.k-seafoodtrade.kr)
aT 식품수출부

신선 농축산물, 가공식품(국산 농축산물 원료) 수출업체

1월

임산물, 가공식품(국산 임산물 원료) 수출업체

4월

☎061-931-0745, 0748
(global.at.or.kr)
aT 농임산수출부

☎061-931-0829, 0826
(global.at.or.kr)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aT 수출정보분석부

3~11월 ☎061-931-0871~2
(global.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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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연번

1

9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물류(1,400만원)

중소기업

* 해상·항공운송료, 보험료, 현지 내륙운송료, 추가 할증료 등

(인코텀즈 C & D조건 거래에 한함)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1,000만원, 2,000만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원대상

* 해상·항공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 중소 70%, 중견 50% 지원

국내에서 수출중인 중소·중견기업
(인코텀즈 C & D조건 거래에 한함)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600만원, 30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해상·항공·국내외운송 및 보관교 등 수출 물류비용 지원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거래에 한함)

해상운송지원사업(북미 서안 350TEU, 동안 50TEU, 유럽 50TEU)

중소기업 직접 신청 또는 포워더 대리신청

* HMM㈜ 북미·유럽 행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

* gobiz코리아 및 HMM㈜ 동시 신청

지사화사업(현지지사 역할 : 중진공, Kotra, OKTA, 6개월~1년)

중소·중견기업

*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통관자문, 인허가, 조달진출 등 지원

* 진입(기초 마케팅), 발전(마케팅 및 수출), 확장(수출 및 현지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400만원/1사, 45개사, 100%)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수출성약 지원, 물류통관자문, 인허가, IP등록, 현지법인설립 등 지원

* #5에 선정된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기업

해외비즈니스 출장지원(유료, 일반/프리미엄 지원)
* 상담주선, 상담지원(통역 및 차량), 교신지원 등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 전 세계 12개국, 20개소, 261개실(3~4평), 글로벌 공유 오피스 포함

해외시장 개척 희망 중소벤처 기업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투자받은 이력 또는 진출 지역의 매출실적有

해외홈쇼핑 방송판매지원(연 4회, 2천만원, 70%)

수출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 우리·GS·현대·공영홈쇼핑 해외플랫폼 및 인프라 활용

* 동영상[인서트, 방송] 제작 및 제품 현지화 지원

한류 컨텐츠 연계 해외마케팅 지원(MBC, SBS, 아리랑TV 등)

수출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TV방영 및 인플루언서 홍보 등

* 한류 컨텐츠와 연계성이 높은 수출 유망 소비재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1,600~7,000만원)

데이터 판매 가공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 후,

* 국내·외 기업정보 데이터 구매, 일반가공, AI가공

→ 공급기업별 바우처 활용 수요기업 모집

중소기업

민수분야 절충교역 대상물품 추천(2년)

국내생산 50% 이상+제조 전업률 30% 이상 중소기업

* 해외 무기·장비 수입시 대금 일부를 현물로 지급(중소기업 제품)

* 기계, 부품, 소재, ICT, SW 등 추천대상 분야 참고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판촉홍보비 5천만원)

국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생산·제조업체, 무역상사

* 임차비, 장치비, 시식매대 운영요원 인건비, 시식 물품비 등

* 현지 정식통관 거쳐 유통매장 입점·판매 가능한 제품

무역지원센터 운영
16

24

* 인큐베이터 :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태국 등(무상 입주)
* 지사화사업 : 출장지원 및 샘플비 지원(2,000만원, 80%)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월

☎041-415-0607
(www.exportvoucher.com)
KOTRA

12월

☎070-4866-3083
(www.exportvoucher.com)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4월

☎041-539-4582
(cntrade.chungnam.go.kr, cnsp.or.kr)
중진공 해상운송 Help Desk

~연말 ☎070-4349-5773
(www.hmm21.com/korea, kr.gobizkorea.com)
KOTRA 유망기업팀

상시

☎02-3460-7439
(www.exportvoucher.com)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천안분소

3월

☎041-415-1514
(cntrade.chungnam.go.kr)

상시

☎02-3460-7334
(www.kotra.or.kr)

* 시애틀, 뉴델리, 스톡홀름, 텔아비브, 싱가포르, 스톡홀름, 헬싱키

* 저작권 진단 및 사업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여지원

문의 및 사업신청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K-스타트업 센터 해외진출 지원사업(6천만원/1사)

중소기업 저작권 육성지원(500~1,000만원, 5개사)

접수
기간

수산식품 생산·가공·수출업체

수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공실 ☎055-751-9685
발생시) (www.kosmes.or.kr)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실

3월

☎02-2039-1607
(www.k-startup.go.kr)

2, 4,
6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32
(www.globalwinwin.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4월

☎02-368-8732
(www.globalwinwin.or.kr)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3월 ☎1833-2246
(www.kdata.or.kr/datavoucher)

공고시
(5~9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2-864-5055~6
(www.copyright.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시

☎055-751-9778
(kr.gobizkorea.com)
한국수산회 수출지원팀

3월

☎02-589-4644, 4645
(biz.kfish.kr)

2월~
수시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11, 5610
(biz.kfish.k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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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500만원/1사, 연1회)
* 부스임차비, 장치설치비, 잡기대여비, 샘플운송비 등 지원

지원대상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중소·중견기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임차료 할인, 운송비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

* 해외 유망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 글로벌 전시포털에서 지원대상 전시회 확인

수출컨소시엄(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비용 50~70% 지원

(주관단체) 중소기업 협·단체
(참여기업)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600만원/1사, 15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

* 최대 2개 부스, 임차비·장치비의 70%, 편도 운송료, 1사 최대 2회

* 전년도 직수출실적 2천만불 미만

국내전시회 개별참가지원(150만원/1사, 24개사)
* 부스, 임차비·장치비의 60%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지원(150만원~300만원)
* 부스비, 장치 임차비 지원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800만원)
* 1개 부스 임차료, 통역비, 편도 운송료(1cbm)

(www.gep.or.kr)

수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충남경제진흥원

3월

☎041-539-4591
(cntrade.chungnam.go.kr, cnsp.or.kr)

2월

☎041-539-4582

공주시(☎840-8907), 논산시(☎746-6041)
아산시(☎540-2337), 예산군(☎339-7274)
충남경제진흥원
(cntrade.chungnam.go.kr)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초보·내수기업 우대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고시 ☎042-338-1003

(cntrade.chungnam.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연중

☎041-589-4573, 7
(cntrade.chungnam.go.kr)
아산시청 기업경제과

아산시 소재 수출중소기업

4월

☎041-540-2337
(www.asan.go.kr)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충남 소재 중소기업

* 참가비(부스비, 장치비), 편도 항공료, 편도 운송료, 통역, 바이어 상담 지원

(충남, 대전, 충북 합동 행사)

충남테크노파크

4월

☎041-589-0638
(www.ctp.or.kr)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상반기 ☎042-338-1004
(cntrade.chungnam.go.kr)
한국무역협회

전문무역상사의 수출대행을 희망하는 제조기업

상시

☎1566-5114
(ctc.kita.net)

해외 K-POP 콘서트 연계 중소기업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수출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 제품 전시홍보판매, 글로벌이커머스, PPL, 리뷰영상 제작 등

* 진출국 시장內 상품성 & 한류 공연과 연계성 有

해외 화장품 홍보 팝업부스 운영(국가별 7일 이내 운영)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구성(5~10개사)

* 인플루언서 활용 SNS홍보, 방문객 참여 이벤트, 소비자 반응조사 등

* 대상국가 : 독일,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29개국

국제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임차비, 운송료 등)

국내 수산식품 수출 업체

* 단체전시회(100%), 개별(90%, 500만원 한도), 온라인(100%) 지원

* 국제식품(21건), 개별(10회), 한류(5회)

국제식품 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지원(최대 3건)

☎02-3460-7292

공고시 ☎041-539-4532

* 유럽(5월), 북미(7월), 중국, 동남아 등

* 제조기업의 간접수출 지원, 온·오프라인 매칭 상담 알선

KOTRA 글로벌전시포털

연중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연 6회, 각 10개사, 1사 2회)

전문무역상사-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www.gep.or.kr)

공고시

*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미만

* 바이어 국가 : 유럽, 중동, 미주 등

☎02-420-2042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예산군 소재 중소기업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15개사)

KOTRA 해외전시팀

(cntrade.chungnam.go.kr, cnsp.or.kr)

* 해외 유망전시회 한국관 참가 지원

* 공통경비 : 현지 상담시설, 차량 임차비,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통역비 등

전년
12월

문의 및 사업신청

충남경제진흥원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임차료 할인, 통역 지원 등)

무역사절단(연 2회, 10개사, 항공료 50% 지원)

접수
기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시

☎02-368-8755
(www.globalwinwin.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월

☎043-713-8871
(www.khidi.or.kr)
aT 수산수출부

12월,
☎061-931-0855
5월
(global.at.or.kr)

농림수산축산식품(가공식품 포함) 생산 또는 수출업체

12월,
5월 aT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5

국제식품 박람회 개별 참가지원(500만원, 90%, 2건)

국내 수출기업 및 단체

* 부스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전시품 운송통관비 등 지원

* aT 통합한국관 참가 전시회 제외

12월,
5월

* SIAL Paris, Foodex Japan 등 24개 박람회(공고문 참조)

(global.at.or.k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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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글로벌 전자무역 마케팅 지원(35개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B2B e-마켓플레이스 등록 및 운영, 타깃바이어 마케팅 지원 등

(전년도 직수출실적 1천만불 미만)

Gobiz코리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영문 상품페이지 제작, 빅바이어 상시거래 알선 등

buyKorea(KOTRA)
* 상품홍보, 바잉오퍼조회, 해외기업정보 조회(연200건) 등

tradeKorea(한국무역협회)
* 해외바이어 매칭, 미니사이트 제작, 바이어DB활용 타겟마케팅 등

TradeKorea 온라인 전시회(10개사)
* '충남 온라인 전시관' 운영, 제품홍보, 인콰이어리 접수 등

Kmall24(해외 역직구 쇼핑몰)
* 상품판매, 물류, 해외결제 등 서비스 제공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충남경제진흥원

공고시 ☎041-539-4538
(cntrade.chungnam.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내기업(무료가입)

상시

☎1588-6234
(www.gobizkorea.com)
KOTRA 바이코리아센터

국내기업(무료가입)

상시

☎02-3460-3307
(www.buykorea.org)
한국무역협회

국내기업(무료가입)

상시

☎1566-5114
(kr.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공고시 ☎042-338-1009
(cntrade.chungnam.go.kr)
한국무역협회

Kmall24 입점기업

상시

☎02-6000-5614
(www.kmall.com)

온라인 수출플랫폼(650만원)
7

8

9

* 온라인 상품페이지, 진성바이어 발굴, 검색엔진마케팅, 영문 카달로그,
제품 리뷰 동영상,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방한바이어 지원, 소셜마케팅 등

미디어콘텐츠 마케팅(600개사)
* 플랫폼별 맞춤형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판촉마케팅 등

온라인 수출 희망 중소기업

3월

해외 플랫폼 계정 보유 중소기업

3월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무료, 1,700개사)

온라인 수출 희망 중소기업

*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대응, 인콰이어리 검증, 사후관리 등

* Gobiz코리아 상품 입점 필수

상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10

11

*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대행
*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라자다, 큐텐 등

온라인 거래 알선(무료, 1,000개사)
* 구매오퍼 바이어와 국내기업 매칭 및 후속지원

글로벌 전문셀러 활용 해외시장진출 희망 중소기업

3월

고비즈코리아 회원사

상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1588-6234
☎055-751-9777, 9779
(kr.gobizkorea.com)

12

13

자사몰 진출사업(2.5천~1억원 지원, 자부담 30~50%)
* 홍보마케팅, 쇼핑몰리뉴얼, 자사몰 IT서비스, 물류·결재시스템 등

해외향 자사물의 온라인 수출 희망 중소기업
(수행기관 전문관리 또는 자체적 운영·관리)

3월

* 수행기관 : ㈜코리아센터, 카페24㈜

온라인 전시회 사업(무료)

중소기업

* 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등의 온라인 전시관 입점 및 마케팅 지원

* 한국무역협회의 '온라인전시회 사업' 중복신청 불가

3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2,500만원, 70%)
14

15

26

* (1)중진공이 온라인 수출물량을 집적하여 물류 단가 할인
(2)국내외 풀필먼트(창고보관료, 입출고·피킹·패킹 등) 비용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예정)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공동 마케팅(700개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예정) 중소기업

* 특별기획전, 배송비 할인쿠폰 발행 등 물량 집적 공동마케팅

* 쇼피코리아, CJ올리브영, 이베이재팬, 알리바바코리아 등

3월

3월 ~
종료시

1
사업명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원대상

비즈니스 지원단(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 수출, 마케팅, 창업, 법무, 노무, 회계, 특허 등 상담지원

* 전화상담(무료), 현장클리닉(3일, 80% 지원)

수출기업 현장밀착 코칭서비스(무료)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원사업, 수출실무, R&D, FTA 등 상담 지원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

해외진출 및 인증상담(전화 및 온라인 상담)
* 무역실무, 계약서류 검토, 인증 및 규격, 해외시장정보 등

이동 KOTRA(무료 방문 상담)
* 타겟 수출시장 추천, 무역실무 상담, 무역교육, 지원사업 안내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전문가 멘토·멘티 1:1 매칭)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

* 바이어 알선, 현지 통역원 알선, 유통망 입점, 통관자문 등

* 도쿄, 뉴욕, 워싱턴, 브뤼셀, 베이징, 호치민 등 11개소

무역현장 자문서비스

신청자격 제한 없음

* 거래선 분석, 계약서 작성·검수, 신용장분석, 무역클레임 상담 등

* www.kita.net-무역지원서비스-무역 상담·건의-무역현장컨설팅

국제입찰 컨설팅 지원사업(10개사)
* 해외 주요 발주기관 프로젝트 조사, 참여기업 매칭, 입찰제안서 작성 등

농식품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컨설팅, 현장코칭, FTA특혜관세활용, 역량진단

☎042-341-8319
KOTRA 수출기업화팀

연중

☎02-3460-7546, 3236,7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상시

☎1566-5114
(overseasbranch.kita.net)
한국무역협회

상시

☎1566-5114
(www.kita.net)

상시

☎1566-5114

상시

☎1588-3884

2월

☎043-713-8883
(www.khidi.or.kr)
aT 수출기업육성부

농식품 수출업체 및 내수기업

2월

☎061-931-0867
(global.at.or.kr)

충남소재 중소·중견기업

FTA 통합 플랫폼

상시

☎1380콜센터
☎041-539-4531
(okfta.kita.net)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상시

☎041-539-4534
(www.fta.go.kr/regions/chungnam)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연중

☎041-539-4591
(www.fta.go.kr/regions/chungnam)

중소·중견기업

* 관세청에서 배정한 컨설턴트(관세사)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50억 이하(100%), 500억 이하(90%) 등

* 세관직원이 방문하여 관세행정 종합컨설팅 제공

상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제약, 의료기기, 의료정보시스템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200만원, 자부담 : 무료~30%)

찾아가는 관세행정 컨설팅

☎1600-7119 #2

(tradesure.ksure.or.kr)

* 매출액 50억원 미만 : 무료

* 거래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FTA활용센터)이 확인

KOTRA

상시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모든 기업

* 패키지 컨설팅(종합-10일, 개선-5일, 예비-3일, 해외인증, 지재권)

FTA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제3자) 지원(65개사)

(www.mss.go.kr/site/chungnam/ain.do)

(tradepro.kr)

중소·중견기업

* FTA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041-415-0605

한국무역협회

제한 없음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자부담 : 무료~50%)

상주 관세사 전문상담·컨설팅(70개사, 무료)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상시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무역보험, 금융, 통관, 계약, 회계 분야 무료상담

☎1357
(www.smes.go.kr/bizlink)

충남 소재 중소기업

무역협회 해외지부 현지지원 서비스

TRADE-SURE 컨설팅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KOTRA 대전세종충남지원단

수출관련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

(내수 및 수출 10만불 미만)
*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 1:1 상담, 오픈 상담, AI 자문

상시

문의 및 사업신청

(www.kotra.or.kr/biz)

* 수출전문위원(PM) 매칭하여 수출계약 이행까지 1:1 밀착 지원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TradePro)

접수
기간

충남소재 중소·중견기업

서울본부세관

3, 7월 ☎02-510-1375
(www.customs.go.kr/ftaportalkor)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상시

☎041-640-2366
(www.customs.go.kr/cheonan)

기술보호 법무지원단(무료, 변호사·변리사 자문, 30시간)

중소·중견기업

* 수출계약서, 해외 기술이전 계약서, 해외 JV 계약서 검토

* 이메일 접수 : ultrai@wil-win.or.kr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무료 온라인검토)

중소기업

* 외국어 수출계약서 등 전문변호사 검토 지원

(www.9988law.com - 국제사건 - 국제사건접수)

기술보호 상담신고센터

상시

☎02-368-8787
(www.ultrai.go.kr)

상시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02-3418-9988
(www.9988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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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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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 및 수출10만불 미만 수출초보 중소기업

* 해외마케팅, 수출품 생산 등의 소요자금 융자

* 세부신청자격 별도문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의 글로벌화)
* 수출품 생산 소요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수출자금(수출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대출)
* 수출촉진, 수출성장, 수출이행, 수출기반 자금

수입자금
* 수입자금, 수입기반자금

해외투자자금/현지법인 운영자금
*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법인사업, 해외사업활성화 자금

외국환
* 수출환어음 매입, 팩토링, 포페이팅, 선물환거래, 통환전환옵션 등

보증
* 입찰, 선수금환급, 계약이행 등 보증

기존 수출 기업(수출실적 보유기업)
신규 수출 기업(수출초보기업)

상시

주요 원부자재, 첨단설비 등 수입 기업

상시

상시

중소·중견기업

상시

중소·중견기업

상시

(회비 완납,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관세환급(개별환급/간이환급)

수출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 수출용 수입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완제품 수출 후 환급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1년간 유효]

수출실적 보유 제조 중소·중견기업[법인]

*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확정)신고일까지 납부유예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비용 지원(300만원/1사)

충남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 바이어 신용조사, 단기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불 미만

수출보험료 지원(200만원/1사)

천안시 소재 수출중소기업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신뢰성보험, 중소플러스보험 등

*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무료)

천안·아산·당진·충청남도 소재 수출중소기업

* 수출대금 미회수 발생시 손실보상(US$ 5만불 한도)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중소중견Plus+보험(중소 1백만불, 중견 3백만불 한도)
* 1년간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모든 수출거래에 미회수 손실보상

한국수출입은행
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신규 해외 현지법인 설립 예정기업
기존 해외 현지법인 운영 기업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수출대금(결제기간 2년 이내) 미회수 발생시 손실보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www.kosmes.or.kr- 온라인 상담신청)

수시

* 최대 3억,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 본·지점 통해 융자

문의 및 사업신청

수시

생산품 수출희망 최근 1년 10만불 이상 수출기업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추천(연2.0~2.5% 고정금리)

단기수출보험(개별보험/포괄보험)

접수
기간

☎041-584-3115, 3117
(www.koreaexim.go.kr)

* 대출한도는 수출입실적,
재무상태 등 감안

3~11월 한국무역협회
(매월
☎042-338-1004
1~10일)

상시

(fund.kita.net)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041-640-2365
4~6월

(www.customs.go.kr/cheonan)

수시

상시

상시

일반수출, 위탁가공수출, 중계무역, 재판매

수시

최근 1년 수출 5천만불 이하 중소·중견기업

수시

한국무역보험공사

☎042-526-3291(충남도)
☎041-622-7520(천안·아산·당진)
(cyber.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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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변동보험(선물환)
* 수출거래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완화

수입보험(수입자/금융기관/글로벌공급망)
* 수입거래시 선급금 미회수 손실보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수출자금 은행 대출시 공사가 연대보증

중소·중견 수출입기업

수시

주요자원 및 시설재, 소재·부품·장비 원자재 수입거래

수시

신용상 문제 없는 수출기업

수시

수출신용보증(매입/포괄매입/선적후)

신용상 문제 없는 수출기업

* 수출물품 선적후, 수출채권 매입시 공사가 연대보증

* 포괄매입 취급은행(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부산)

해외채권 회수지원(회수컨설팅, 회수대행)
* 해외 미수채권 회수(40개국, 104개 해외추심기관과 협약)

해외 미수채권 발생(발생우려) 수출기업

수시

수시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3884

1 

1

[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2년~4년, 5억~20억, 80%)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일반

[R&D]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2년, 5~10억, 80%)
2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수요 제품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2년, 4억, 80%)
3

4

지원대상

접수
기간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디지털·그린, BIG3,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소부장전문기업 등

4월,
7월

사업명

연번

* 해외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개발 및 신북방·신시장 개척지원

[R&D]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1년, 1.5억, 80%)
*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국가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지원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고시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으로 부터 기술협력의향서 확보한 중소기업

1월

6

7

수출(예정) 중소기업

8

9

예비창업자, ’22.01.01 이후 창업자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사업(중국, 아세안, 대만)

국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소·중견기업

*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대응

* 지원국가 內 유효한 지식재산권 보유

* 지재권 보고 전문가의 기업 IP보호현황 진단 및 맞춤형 대응전략 지원

기술보호 법무지원단(변호사·변리사 1:1 매칭, 30시간)
*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선행기술조사, 기술유출 민·형사 대응

(www.smtech.go.kr)

공고시

충남지식재산센터

* 아이디어 기초상담, IP창업교육, 아이디어 고도화·권리화, 3D프린팅
모형설계, 창업컨설팅, IP후속지원

IP보호 사전진단 지원(연 1회, 무료)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1357

IP(지식재산) 디딤돌(건당 160만원, 80%)
5

문의 및 사업신청

수시

☎041-559-5751~2
(www.ripc.org/pms)
한국지식재산보호원

2, 5,
8월

☎02-2183-5885(중국)
☎02-2183-5894(아세안)
(www.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수출(예정) 중소기업

☎02-2183-5784~7
(www.ip-navi.or.kr)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장자문(무료, 최대 3일)

중소기업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진출기술보호

* 심화자문 : 최대 7일, 소요비용의 75% 지원(연초공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500만원)
* 디지털포렌식 전문기업 통한 업무용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비용 지원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 업무용 디지털기기 통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

기술(특허, 임치기술) 보유 국내 소재 중소기업

* 기술분쟁과정 소요 법률비용을 보험금(5천만원 한도)으로 보상

* 이메일(ultari@win-win.or.kr) 신청

수시

상시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02-368-8787

10

11

12

13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지원(4천만원, 50%)
*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본·해외지사 보안 통합관리스템 구축 지원

기술지킴 서비스(무료, 최대 5년)
*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램섬웨어탐지 서비스 등

기술자료 임치제도
14

15

16

17

* 핵심기술 정보를 제3의 기관(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 발생시, 임치한 기술의 보유 사실을 입증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상표·디자인, 4천만원, 70%)
* 권리보호, 분쟁지원(무단권리선점, 형태모방), 공동대응

(www.ultrai.go.kr)

상시

상시
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중소기업

3~5월 ☎02-368-8762
(www.ultrai.go.kr)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

상시

☎02-3489-7050
(www.kait.or.kr)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

상시

* 수수료 : 최초 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수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www.kescrow.or.kr)
기보 테크세이프
☎1544-1120(ts.kibo.or.kr)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상시

☎02-2183-5894
(www.ip-navi.or.kr)

[충남연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3천만원, 80%)

수출(예정) 국내 중소·중견기업

* 특허침해분석 + 무효조사,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IP권리화전략 중 택 2

* 특허사무소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서비스(무료)

중소기업

* 웹취약점 점점, 웹쉘 및 악성코드 탐지, 웹방화벽, 디도스 대피소 등

* ICT중소기업, 침해사고 발생 또는 서비스 이용 희망

충남지식재산센터

4월

☎041-559-5746
(www.ip-navi.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상시

☎02-405-5665
(www.boho.or.kr)

29

1
사업명

연번

지원대상

접수
기간

문의 및 사업신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지정기간 4년, 최대 2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①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연계지원(1년 1억, 4년 최대 2억원)
②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가점 3점 부여(구매조건부, 수출지향형)
③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1년 최대 2천만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기업은행 등 8개 기관)

전년도 매출액 100억~1,000억 미만이며,
수출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지정기간 2년, 최대 4회)

충남 본사 수출 중소기업

* 중기부 등 24개 수출지원기관 수출지원사업 등 우대

*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하(간접수출 포함)

브랜드K 육성사업

국내 생산 소비재[Made in Korea]

*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K' 로고(상표) 사용권한 2년간 부여

* 제조비용의 60%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생 등

국가통합브랜드(K·FISH) 운영사업

수산물·수산식품 생산·가공업체

* 포장재 K·fish로고 도입 비용(1천만원, 80%) 지원, 검사비 지원 등

* 김, 미역, 굴, 전복, 해삼, 어묵, 어란, 고등어 등 16종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세계일류상품 로고사용)

•자사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자사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 상품중 1위
•자사 상품의 수출액이 동종 수출의 30% 이상

* 세계시장점유율 5% 이상 및 5위 이내 상품과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공공 조달시장 진출
* 해외마케팅 로드맵(로드쇼, 광고 등), 해외마케팅 실비(1천만원 한도) 지원

* 국고지원비율 : 중소 70%, 중견 50%

17

18

19

30

예비 창업자 및 국내 스타트업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지원
* 국가별 유망 프로젝트 조회, 해외발주처 상담 등

* news.kotra.or.kr→해외투자→유망프로젝트

* 공동구매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괄 단체가입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9백만원, 90%)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6월

☎041-415-0605
(www.exportcenter.go.kr)
브랜드K지원팀

1월

☎02-6678-9686
(www.imstars.or.kr)
한국수산회 수산물 국제인증지원센터

연중

☎02-589-4620, 4624
(biz.kfish.kr)

5~
7월경

KOTRA 강소중견기업팀

☎02-3460-7233, 7231
(www.wcp.or.kr)

1월

☎02-3460-7494
KOTRA 유망기업팀

수시

☎02-3460-7445, 26, 28
(www.kotra.or.kr)
KOTRA 스타트업지원팀

상시

☎02-3460-7374
(www.kotra.or.kr)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기업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제도

(www.exportcenter.go.kr)

(www.kotra.or.kr)

국내 사업자등록증 소지 중소·중견기업

KOTRA 그린사업팀
상시

☎02-3460-7484
(news.kotra.or.kr)
중소기업중앙회

PL 대상 제조물 : 공업생산물, 가공식품 등

상시

☎02-2124-4351~3
(www.plkorea.com)

소상공인

1월, 6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47개사)

혁신형 중소기업

* TV : 4,500만원(50%), 라디오 : 300만원(70%)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등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2월, 6월 ☎02-731-7317
(www.kobaco.co.kr)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 3년 광고송출비 70% or 250% 추가 제공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등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uTradeHub(통합전자 무역서비스, 간접수출실적 증명)
*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 발급업무 전자적으로 처리

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 발급
* APEC 회원국간 비자생략, 공항내 신속입국 지원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포상(정부포상 전수 및 도지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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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 중소·중견기업

* 해외 현지창고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보관, 입출고, 통관, 배송 등)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지원, 아마존 US 입점지원

☎041-415-0605

KOTRA 기후변화대응팀

해외공동물류사업(1사 최대 5개지역)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월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 발행 기업

매월
한국무역정보통신
연중

☎1566-2119
(www.utradehub.or.kr)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실적 또는 해외 직접투자액 10만불 이상 기업 등

연중

☎1566-5114
(abtc.kita.net)

* 수출의 탑 : 1, 3, 5, 7백만불 ~ 900억불의 탑
* 유공자포상 : 대표 및 종사자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

•수출의 탑 :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실적 기준
•수출유공자 포상 : 무역의 날 포상공고 참조
•충남도지사표창 : 별도 공지

디지털 업무툴(DX패키지) 할인(할인율 30~50%)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Docswave, eformsign, flow, 경리up다' 프로그램 할인

* 신규 회원사는 1년 서비스 무료 이용

내일채움공제(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 핵심인력 : 사업주=1:2비율, 5년 2천만원 이상 적립

-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지원업종 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15~34세)

* 5년, 청년 720만원+기업1200만원+정부1080만원 적립)

* 군 복무기간 인정 최대 39세

7월
(예정)

무역의날 포상사무국
☎1566-5114
(award.kita.net)
한국무역협회

상시

☎02-1566-5114
(membership.kita.ne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상시

☎1588-6259
(www.sbcplan.or.kr)

지원사업 평가시
주로 요청하는 자료
연번

항목

지원대상
재무제표(최근 3년, 국세청 홈택스)

1

기업 및
제품 경쟁력

수출실적증명서(최근 3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무역통계서비스] 발급)
* 용역 및 무체물 : 한국무역협회 발급 * 간접수출 :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수출계획서(제품분석, 시장분석, 성장계획 자료 포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조직 및 전담인력(조직도)
국내·외 지식재산권(법인은 법인 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명의),
다량 보유시 엑셀로 목록 정리

2

기술력

국내·외 규격인증(GMP, ISO, CE, UL 등)
국가 R&D 사업 참여이력(‘성공’ 판정 공문 등)
연구비·개발비 투자(재무제표 상에 반영)
국내·외전시회/시장개척단/수출상담회 참가증빙
수출지원사업 참여 이력(선정 공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외국어 홈페이지(화면 캡쳐), 외국어 매뉴얼

3

수출이행능력

수출·FTA 교육 등 수료증
해외영업조직 및 전담인력(조직도)
해외영업 전담인력 이력서(수출경력 확인용), 졸업증명서(수출관련),
자격증 사본(수출관련) 등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4

자격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택스),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민원24)
* 유효기간 있으므로 공고시 준비

5

가점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정부·지자체·지원기관 수상이력 등

* 위 서류들은 컴퓨터에 폴더화(항목별)하여 스캔본 관리하고, 출력본은 1벌로 문서철하여 관리

31

수출지원기관
연락처
연번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

1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1-415-060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2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041-640-236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38

3

충청남도

국제통상과

041-635-3041

충청남도 홍성군 흥북면 충남대 로 21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041-589-457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5

충남테크노파크

경영기획팀

041-589-012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6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추진실

041-536-788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
천안아산 KTX역 2층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89-9715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KAMCO 캐피탈타워

천안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

041-584-311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7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26-329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8층

천안출장소

041-622-751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금융플러스센터 3층

대전세종충남지원단

042-862-83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분소

041-415-151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38-10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4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대전중소기업회관 2층

천안지부

041-622-38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천안고용센터)901호

경영기획팀

041-539-4502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남부지소

041-881-545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8-4, 3층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09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290번길 11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9-57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5층

서산상공회의소

041-663-3063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당진상공회의소

041-357-2500

충청남도 당진시 남부로 256

충남지식재산센터

041-559-574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충남서부지식재산센터

041-663-0041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

천안본원

041-590-094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6층

아산분원

041-620-640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46번길
45-11, 2층

7

8

한국무역보험공사

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10

한국무역협회

11

중소기업중앙회

12

충청남도경제진흥원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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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상공회의소

15

지식재산센터

16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소

 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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