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61호

2021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

지원을 통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제도 개요

□ 목 적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

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참조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국가기술

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2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 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

년도(2020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

단,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2019년)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2020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 내수기업(신청전년도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을 포함한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또는 대표자

  *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 지정 이전 신청

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



□ 신청 기간 : ‘21. 04. 26. (월) 09:00 ∼ ’21. 05. 14. (금) 18:00

□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 (신청 절차) ①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 접속 →
②회원가입․로그인 → ③수출지원사업 → ④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⑤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⑥신청완료

◈ (접수 마감) 마감일 18 : 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

◈ (신청문의) 신청자격 등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 제출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별첨)

ㅇ 직전 2개년도(‘19년, ’20년) 재무제표 각 1부

ㅇ 직전 2개년도(‘19년, ’20년)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

확인서 기준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절차 >

① 요건 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중소기업 여부, 수출실적 등), 신용정보

조회(채무불이행 여부 등), 대외무역법 위반 여부 등

② 현장 평가 :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지방청 사정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붙임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제조업, 서비스업)” 참조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현장평가 제외

③ 지방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최종 심의․의결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평가

(수출지원센터)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수출지원센터)

’21.4.26. ’21.4.26.∼5.14. ’21.5.17.∼6.18. ∼’21.6월말

□ 지정결과 통보

ㅇ 각 지역별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 통지

3  문의처 및 연락처

□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붙임 1 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

※ 지원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순번 지원기관 지원 내용

1 중소벤처기업부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 부여
4. 중기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5. 명문장수기업 참여시 우대(가점 3점)

2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한도 우대

3 한국무역협회 1. 무역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시 가점(5점이내) 부여 등

5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
워크 연계지원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6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등

7 신용보증기금
1. 보증한도 우대
2. 보증료차감및보증비율우대등
3.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8 한국무역보험공사
1. 보증/보험 한도 우대
2. 보증료/보험료 할인

9 기술보증기금
1.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우대
2.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등

10
한국수출입
은행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11 기업은행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3.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및 중소기업 IBK컨설팅 지원 등

12 농협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 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13 국민은행
1.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2.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14 신한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15 씨티은행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요율
우대

3.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지원 등

16 하나은행

1. 무역금융 금리감면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2.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3.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4. 전자방식(EDI, CBS) 외환 거래시 우대 등

17 우리은행

1.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평가항목에 반영 우대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제공 등

18 부산은행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및 외환 수수료 우대
2. 수출환어음매입시환가료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4.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 지원 등

19 경남은행

1. 무역금융 지원시 우대
2.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평가항목 우대 및 금리감면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등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5.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20 대구은행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개설실무 교육 및 지원 등



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2-481-6843)

우대 지원내용

1.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2점)

2.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평가시 수출의지 항목 25점 부여

3. 수출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시 배점(2점) 부여

4.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1점)

5. 명문장수기업 참여 시 가점(3점) 부여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686 / 9554)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인큐베이터사업 입주 신청시 가점 5점 부여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60억에서 100억

까지 우대

3.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6000-5475)

우대 지원내용

1.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평가시 5점 가점 부여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02-3460-7440)

우대 지원내용

1. 해외지사화사업 참여시 수수료 10% 할인

2.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 시 가점 5점 이내 부여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02-6009-3512, 국제협력기반팀 02-6009-4101)

우대 지원내용

1. 해외 기술시장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해외 현지 네트워크 연계지원

◦ 국내 우수기술 및 기술제품 등의 글로벌사업화 컨설팅지원사업 참가지원
*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등

◦ 기술우수기업의 경우, 해외 기술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참가 추천

2.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가능 기술이 DB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이용 및 제공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글로벌혁신본부, 031-628-9648 / 9697)

우대 지원내용

1.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우선 지원

◦ 협회 주관 융복합 기술교류사업 참가 시 우선 선발

- (해외 기술교류 및 비즈니스 매칭) 신남방 및 신북방 10개국* 등 해외 현지기업에
대한 기술수요를 발굴·진단하고, 국내기업과의 맞춤형 기술교류 및 사후지원

* (신북방) 터키, 우즈벡, 러시아, 아르메니아, 독일, 조지아

(신남방)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 (러시아 시장진출 지원) 러시아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상담회 
및 현지 창업 지원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헤이룽장성 하얼빈대표처 중국진출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통한 참가기업의 실
질적 판로 지원

-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 지원)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시 TNG 그룹 연계 
종합 서비스 지원(대출금리 인하, 공장부지 할인구매, 인력 컨설팅 등)

- (베트남 공유오피스 연계)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시 현지 사무소 공간 
알선 지원 

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문가 상담/자문 지원

◦ 해외 수출 시 법률, 세무 등 자문위원회 상담 지원



7.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45)

우대 지원내용

1. 보증한도 우대

◦ (동일기업 보증한도 우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수출관련 자금),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일반한도 30억원을 초과하여 최고보증한도(최대 70억원)로 

운용

◦ (신용도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제한 배제) 신용도 취약기업의 경우 기

업당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제한하나, 수출확장기업 및 수출주력기업은 적용

을 배제

◦ (자기자본한도 우대) 운전자금 보증한도 산출시 수출중소기업은 자기자본 규모

에 따른 자기자본한도(자기자본의 300%) 적용을 제외

2. 주요 우대 지원내용

구  분 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

지원대상
수출을희망·준비기업
(타당성평가점수80점이상)

연수출실적
US$100만미만

연수출실적
US$100만 ~ US$500만

연수출실적
US$500만이상

대상채무 운전자금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기업당한도 최대 3억원 30억원(최고보증한도 대상보증은 70억원)
매출액한도 사정특례 매출액의 1/2 ~ 1/4 매출액의 1/2 ~ 1/3 매출액의 1/2

보증료 -0.3%p 차감 -0.2%p 차감

보증비율 100% 90% 이상

3. 수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운용기한 : ‘21.4.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뉴딜·6대新수출성장동력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 

주력산업·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우대사항

매출액한도

(수출초보기업)연 수출실적  US＄30만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3

(수출도약기업)연 수출실적   US＄30만 

이상 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2

보증료 -0.3%p 차감

보증비율 95%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8.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830)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

◦ 보증한도의 책정 우대, 보증료 20% 할인

2. 수출신용보증(Nego, 매입)

◦ 보증한도의 책정 우대, 보증료 0.1% 차감

3. 단기 수출보험/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 인수한도의 책정 우대

◦ 보험료 추가 20% 할인

- 중소기업기본할인률(20%)이외에 추가 20%할인(수출유망중소기업 총36%할인)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59)

우대 지원내용

1. 보증한도 우대적용  

◦ 수출자금에 대해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일반운전자금보증은 같은 기업당 3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수출자금 :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

증,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 발행에 대한 보증,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2. 보증비율 우대

◦ 수출자금에 대해 신규 및 만기 연장시 90% 보증비율 적용가능(일반보증은 85%)

3. 보증심사시 우대사항 

◦ 신용도 유의항목 검토 제외대상 확대
* 일반기업 1억원 이하 ⇒ 수출유망중소기업 2억~3억원 이하

◦ 권리침해, 보증사고 발생 등 신용도 검토 완화
* 일반기업 최근 1년 이내 ⇒ 수출유망중소기업 6개월 이내

◦ 신용도 유의기업 영업점장 전결권 확대
* 일반기업 1억원 이하 ⇒ 수출유망중소기업 2억~3억원 이하

4. 문화산업완성보증제도 우대

◦ 한류콘텐츠 제작기업에 대한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지원

◦ 제작비 지원 비중 확대
* 등급별 제작비 지원 비중 60%∼30% ⇒ 한류컨텐츠 10%추가지원

◦ 한류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에 한함)에 대한 완성보증 한도 확대
* 같은 기업당 완성보증 한도 30억원 ⇒ 한류컨텐츠 완성보증 한도 50억원

◦ 보증비율 95%, 보증료 0.2% 감면

10.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0 / 3421)

우대 지원내용

1. 여신 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앞 여신지원시 우대금리

(최대 △0.3%p)적용

2. 맞춤형 경영정보서비스(환위험관리 설명회 등) 제공 등



11.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02-6322-5161 / 02-729-6177)

우대 지원내용

1. 금융지원(보증기관연계 보증부대출 지원)

2. 해외전자상거래 수출 판로지원

◦ IBK TradeClub 가입 지원(금융권 단독)

* 전세계 51개국 14개 제휴은행과 거래중인 20,000개 기업 간 온·오프라인 수출입매칭 기회 제공

◦ 전자상거래 맟춤형 온·오프라인 무료 컨설팅 지원

◦ 해외전자상거래 결제 서비스(P@yGOS) 제공 (금융권 단독)

3. 수출중소기업 수수료 감면 (선정기업 일괄 적용)

ü 환율우대(당·타발 송금, 외국통화 매입·매도) 60% : USD, EUR, JPY
ü 수수료 50% 감면 : 당·타발송금수수료, 신용장통지 수수료
ü 환가료 감면 : IBK 매입외환경쟁력강화프로그램 활용 지원

4. 중소기업 IBK컨설팅 (무료)

- 컨설팅 분야 : 경영․세무․회계․창업․그린․법률․IP․인증․수출입

5. 해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무료)

- NICE D&B의 해외신용조사 보고서(건당 약 20만원) 한도소진 시까지

6. 우수기업 세미나․강연회 우선 초청 

-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설명회, ‘IBK 무역실무 Academy’ 등

12.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02-2080-7017)

우대 지원내용

1.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외국환 수수료 우대

4. NH 외국환아카데미 및 환율전망세미나 참가 기회 제공(참가비 없음)



13. 국민은행 (외환마케팅부, 02-2073-8980)

우대 지원내용

1.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

■ 개요

- 수출입금융 지원을 위해 KB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300억원을 단독 출연하

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B 출연금을 활용하여 특별 보증한도(4,675억원)를 책정 후 동 

한도 내에서 기존 대비 최대 2배의 특별보증을 제공 (2020.10.15. 출연 완료)

- KB국민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된 특별보증을 근거로 수출유망중소기업에게 

수입신용장개설/KB글로벌페이먼트유산스/무신용장방식수출환어음매입 등의 수출입

금융 상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제공하며, 동 제도 이용고객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

공사에 납부하는 보증료의 50%(첫해 1회, 최대 500만원 범위내)를 지원 

-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상기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시 해외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결제 만기를 이연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가) KB 국민은행 

⚪ 지원 기업 추천 (KB국민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KB 신용등급 BB이상 중소, 중견기업 중 영업점 추천 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발행 보증서(보험증권)를 담보로 수출입금융 제공
·지원 대상 수출입금융

⚪ 납부 보증료 50% 지원 (고객 50% 부담) : 보증료는 최초 1년에 한하여 고객별 최대 

5백만원 지원

나)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 특별보증한도(고객별 부여 가능 한도의 최대 2배) 책정하여 보증서, 보험증권 발행

⚪ 보증비율 우대 : 95% (기존 90%)

■ 신청 접수

2.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 수출입통관 상담 서비스 지원 (관세법인 연계 무료 상담 지원)

- 해외기업신용조사 서비스 지원 (신용평가사(뷰로반다익) 통한 무료 지원)
- 환율/금리/주요 주가지수 등의 금융시장 동향 정보 제공

소재, 부품, 장비 수입   신용장 개설
 KB글로벌PaymentUsance

수출   무신용장방식 수출환어음매입



14.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029)

우대 지원내용

1. 외국환거래시 환율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2.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3.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 영업점장전결범위내 (최대 1.0%)

4. 수입신용장 기간 및 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 영업점장 전결범위내 (최대 0.4%)

5.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 우대

6.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상담 및 교육 지원 

7. 수출입아카데미 및 수출입세미나 참가 (참가비 없음)

15. 씨티은행 (커머셜비즈니스컨트롤부, 02-2124-3575)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및 여신 지원시 금리우대

2. 수출대금 환전수수료 및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거시경제 및 자본시장관련 씨티그룹 고유 금융정보 제공

4.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상담/자문 및 금융
지원



16.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02-2002-2328)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 금리감면 지원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감면 지원 : 영업점장 전결 범위 내

3. 수입신용장 발행/인수수수료 감면 지원 : 영업점장 전결 범위 내

4.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5. 전자방식(EDI, CBS) 외환거래시 우대

◦ L/C 개설 및 조건변경 수수료 : 50% 감면

◦ 송금거래시(수출입거래) 우대(단, 법인의 수출입 거래에 한함)

- 환율 : 50% 감면

- 송금수수료 : 50% 감면

6.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7. 하나은행이 주관하는 수출입 아카데미 참가 기회 제공(참가비 무료)
◦ 거래 지점 혹은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후 참석 대상으로 선정시

17.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부, 02-2002-5195)

우대 지원내용

1. 중기부가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체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우대지원

2. 환가료 우대 및 수출선적서류 당일발송 서비스

◦ 0.5% 범위내 영업점장 전결에 따라 환가료 우대

◦ 수출선적서류 매입당일 발송서비스로 1일치 환가료 감면 서비스

3. 외국환 거래 관련 환율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 환전,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관련 환율 우대 제공 

4. 무역금융 및 기업대출 금리 우대 : 영업점장 전결 범위내

◦ 무역금융,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기업대출 관련 금리 우대 제공 



18.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53)

우대 지원내용

1. 외국환거래시 환율 우대

2. 외환관련 수수료 우대

3.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우대

4.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 우대

5. 수출기업체 대상 수출입 교육지원

6. 외환 세미나 및 무역 아카데미 참가 (비용없음)

19.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60 / 여신기획부, 055-290-8297)

우대 지원내용

1. 무역금융지원시 우대

2. 중기부가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체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평가항목 
우대 및 금리감면

3. 수출환어음매입시 환가료 우대

4.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 우대

5. 환리스크 관리 컨설팅 상담 지원(무료)

6. 환율 및 외국환 수수료 우대

20.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1)

우대 지원내용

1. 환율 우대

2.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율 우대 

3.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수수료 우대 

4. RUN-TO-YOU 서비스 지원

- 수출신용장 Pre-view서비스

- 수입신용장 개설 관련 실무 지원

- 수출입업무 관련 무역실무교육 지원 및 자료 제공



붙임 2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제조업)
평 가 항 목 배점

수출신장
유망성
(45)

수출실적 15
수출신장율 10
수출비중 5
품질
ㆍ
수출
경쟁력

연관기술의 인증 5

국내외규격인증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5
수출활동
수행능력
(15)

수출계획관리실태 5
수출 준비도 5
해외시장개척활동 5

기술성
(15)

연구개발 조직ㆍ인력 5
연구개발비 투자 5
연구개발 실적 및 관리의 적합성 5

재무평가
(20)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매출액증가율 5
매출액영업이익율 5

혁신성 등 평가(5) 혁신성 등 평가 5
총 계 100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종합평가표 (서비스업)
평 가 항 목 배점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실적 15
수출 신장률 10
수출비중 10

소계 35

수출활동

수행능력

수출 준비도 5
품질·수출경쟁력 5
수출계획관리실태 5

소계 15

서비스 제공능력

전문인력의 비율 5
전문인력의 근속연수 5
전문인력의 훈련 및 교육 비용 5
고객정보 및 지식관리 5
서비스 차별성 5

소계 25

재무평가

부채비율 5
유동비율 5
매출액 증가율 5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소계 20

혁신성 등 평가
혁신성 등 평가 5

소계 5
총 계 100



붙임 3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준영 02) 2110-633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이영민 051) 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ㆍ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은영 053) 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윤숙 062) 360-919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수출지원센터 박수연 064) 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라채민 031) 201-681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김택수 031) 820-9033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온대현 032) 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ㆍ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강명신 042) 865-6151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안아영 052) 210-0063 (44248)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정미 033) 260-1675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김창국 043) 230-537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최상희 041) 415-060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조혜원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권기현 055) 268-2541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홈페이지 가입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6-7901)



붙임 4  수출지원 기관별 연락처

연번 지원기관 지원부서 전화번호 연번 지원기관 지원부서 전화번호

1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기업금융처

055) 751-9686

055) 751-9554
11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02) 2080-7017

2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 6000-5475 12 국민은행 외환마케팅부 02) 2073-8980

3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유망기업팀 02) 3460-7440 13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 2151-7029

4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국제협력기획팀
국제협력기반팀

02) 6009-3512
02) 6009-4101

14 씨티은행
커머셜
비즈니스
컨트롤부

02) 2124-3575

5
중소기업기술

혁신협회

글로벌

혁신본부

031) 628-9648

031) 628-9697
15 하나은행

외환사업

지원부
02) 2002-2328

6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 430-4345 16 우리은행
기업디지털

솔루션부
02) 2002-5195

7
한국무역보험

공사
영업총괄실 02) 399-6830 17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 661-4653

8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 606-7459 18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여신기획부

055) 290-8460
055) 290-8297

9
한국수출입

은행

중소중견

금융총괄부

02) 6252-3420
02) 6252-3421

19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 740-2941

10 기업은행 외환사업부
02) 6322-5161
02) 729-6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