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조

제품디자인

제조공정구축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
및 공정 비용을 현물 지원

기업 장비 개선 수요에 부합하는 디
지털 장비 구매 지원 및 적용

으뜸기업 육성패키지
지원사업 (전주기 지원사업)

제품판매
포장,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지원
전시회 / 축제 참가 지원

공정개선 및 공정구축

지적재산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통합
지원함으로서 기업의 디자인 전산화 기여 및
개발 제품 품위 향상 유도

IP확보를 위한 변리사 매칭 및 절차
컨설팅, 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

신청자격 및 제한 조건

접수기간

지원사업별 추진일정 개별공고(2021년 3~4월)

신청자격

접수방법
제출서류

방문, 우편, e-mail 접수

접 수 처
담 당 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도자융합기술센터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해야 하며 전통세라믹 업종에 한함

한국세라믹기술원 홈페이지 (kicet.re.kr) / 관련기관 공지사항 공고예정

사업명

기업제한

소재시험생산 지원

지원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제품 개발 지원
디지털 기술 융합 제품화 지원

피재환 센터장 (031-645-1426)

지능화 제조공정 구축지원

최정훈 선 임 (031-645-1440)

IP확보 지원

김수민 선 임 (031-645-1412)

메일접수
접수마감

테스트베드 인프라를 활용한
소재 시험생산 지원

제품의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주기를
지원하여 으뜸기업 육성

전통세라믹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우편접수

소재개발

판매가속화 지원

(우17303)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321

지원업체수

지원예산

5개사

5,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55개사

5,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5개사

-

10개사

5,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5개사

1,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30개사

3,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5개사

8,000,000원
이내 현물 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김수민

으뜸기업 육성 패키지

soomin@kicet.re.kr

* 소상공인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기업을 의미
* 소재시험생산 지원사업은 이천분원 테스트베드 구축 설비성격상 도자기 소재로 한정

현장 및 e-mail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인정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지원신청서 양식은 개별공고에 첨부

자격제한

기업부담금

소상공인/
중소기업 10%

품목제한

기업규모

도자기 소재 생산
기업에 한함

소상공인 한정
제한 없음

전통세라믹
전 업종

제한 없음

중견기업 15%
소상공인 한정
전통세라믹 전 업종
품목 별 1개 이하

제한 없음

* 으뜸기업 육성 패키지는 균질한 품목지원을 위해 동일품목기업을 1개 이하로 제한
* 기업부담금 소상공인/중소기업 10%, 중견기업 15%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자,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
- 현재 유사 정책자금을 통한 사업을 수행 중 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추천)인 자
- 동일해 본 지원사업 선정 기업 중복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