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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창업기업(3년 이내)을 위한 벤처인증 지원사업

혁신형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창업기업에게 기업 전략을 

제공하고자 제1회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표님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추진 배경

◦ 창업기업의 80%는 자금조달 어려움, 핵심 인재 확보 어려움, 판로개척 

등으로 인해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매우 높음

◦ 초기창업기업은 사업 안정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받거나, 기술을 보증

하여 대출을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이 필요함

◦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는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사업   

구조를 정립할 수 있도록 코칭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초기창업기업이 

벤처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 마련

나. 사업 목적

 ◦ 초기창업기업이 혁신 성장형 기업으로써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 2 -

 2. 사업 내용

가. 제공 대상 : 아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1)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

  2) 서류 심사를 통해 혁신형 기술 아이디어 보유 인정 기업

  3)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나. 컨설팅 내용  

내 용 서비스별 가격 협회지원 비고

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회원 무료

50%

필수

2  기업 IP 아이디어 3건 확보
1,500,000 원(vat 별도)

*건당 50만원
필수(건수 
선택가능)

3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 2,500,000 원(vat 별도) 선택가능

4

 벤처인증 진행
 - 기업 자가 진단
 - 평가기관 대응
 - 사업계획서 작성
 - mou지원

3,000,000 원(vat 별도) 필수

5
보도 자료 작성 및 송출 1건
- 벤처인증에 대한 언론홍보

500,00원(vat 별도) 필수

기업 자부담 50%, 협회지원 50%

(필수) 벤처인증300만원 + 기업ip 3건150만원 + 언론홍보 1건 50만원 = 500만원 – 협회지원(50%) = 
250만원

  3.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 안내

 사업 공고 및 모집 / 접수마감
2022.2.3.(금) / 
2022.2.28(화)

 서류 심사 후 선정 공지 신청 후 5일 내

벤처인증을 위한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착수 후 3개월 내

 기업 IP 아이디어 3건 확보

  ISO 9001 품질경영 시스템 도입 및 인증

착수 후 6개월 내
  벤처인증 진행
 - 기업 자가 진단
 - 평가기관 대응
 - 사업계획서 작성

※ 상세 일정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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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3. 2. 3.(금) ~ 2023. 2. 28.(화) 17:00 까지

 ◦ 신청 방법 :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제 출 처 >

 ◾ 메일접수 : manager@ceo-korea.org
    <제출 서류>
       1) 참가 신청서 (붙임 양식)
       2) 회사소개서 (자유 양식)
       3) 정회원증 사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 가입 후 정회원증 발급 가능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붙임 양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제목에 “[R&D 패키지 지원사업]”을 반드시 기재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02-858-3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