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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사업

여성가족부

광역·기초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보호 및 숙식, 자립·자활 교육 등 운영비 지원

352억원                                           * 지방비 30∼50% 매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 2023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광역·기초 지자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운영비, 활동비 지원

5억원                                               * 지방비 50% 매칭

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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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전시개선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역·기초 지자체

과학관 콘텐츠의 교체 및 확충 지원

7.5억(국비)                                             * 지방비 50% 매칭

문화국

4. 2023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추가)

농림축산식품부

광역·기초 지자체

계획수립, 먹거리위원회활성화 지원

20억원                                                 * 지방비 50% 매칭

농정국

5. 2023년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광역·기초 지자체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내 국산목재 이용 지원

20억원                                                * 지방비 50% 매칭

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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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소ㆍ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을 지원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082

2. 2023년 방콕 한국우수상품전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태국 4.0 혁신성장 분야 유망산업 및 K-Food, K-Beauty, K-Goods 등 소비재 분야 

기업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 시 태국 및 아세안 인근 지역 바이어와의 

현장 전시상담을 지원

참가기업 제품 전시, 바이어 유치, 라자다 입점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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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SW고성장클럽 지원기업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SW기업

국내 SW산업 발전 및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이 높은 국내 예비ㆍ고성장 

SW기업을 성장시켜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

예비고성장ㆍ고성장기업이 직접 설계한 자율과제 이행자금 및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비R&D)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073

4. 2023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환경부

탄소중립 달성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00

5. 2023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환경부

국내 환경산업체 등

개도국(인도네시아ㆍ르완다ㆍ온두라스) 녹색전환과 국내기업 진출 강화를 위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그린ODA) 수행기업 모집하여 사업비를 지원

지원금액 총 19.5억 원(총 3개 사업)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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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ㆍ고도화, 제조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

총 사업비의 30∼100% 이내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12

7.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이차전지 산업의 K-밸류체인 확장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위하여 인터배터리 2023 전시회와 연계한 

'이차전지 글로벌 파트너링(GP) 상담회'에 참가 시 상담주선, 통역지원, 후속 마케팅 등을 지원

상담주선, 통역지원, 후속 마케팅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37

8.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친환경ㆍ에너지, 로봇 분야별 전문인력과 기술사업화 인프라를 보유한 대

학, 공공기관, 전문ㆍ출연연구소

신산업 분야의 우수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친환경ㆍ에너지, 로봇 분야 담당 주관기관을 모집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기관당 4억원 내외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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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

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10

10.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

환경부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안전 역량강화 및 화학사고 예방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및 장비 도입 등을 지원

지원업체별 최대 3,200만원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30

11.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과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ㆍ추천한 유망 창업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

최대 1년 이내, 최대 1.2억원 이내 연구개발비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71

공모동향 브리핑 │ 7

12. 2023년 KOTRA 글로벌 ESG+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ESG 활동에 관심 있는 국내 사업장 소재 기업

사회공헌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여 우리기업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국내 

사업장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기획ㆍ실행ㆍ홍보 및 사업비를 지원

운반보관비, 기부제품 추가 구매비, 현지 행사개최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34

13. 2023년 영업비밀보호센터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공고

특허청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핵심인력의 퇴사에 따른 기술유출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퇴사직원이 사용한 업무용 전산기기(PC 등)의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저장

장치 또는 보유 서버에 저장, 증거이미지 형식 등의 결과물로 지원

디지털 기기 최대 5대, 자료 보존 및 저장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151

14.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

국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강소기업으로의 도약기회를 제공하고자 성장동력확보 및 

사업기반ㆍ혁신지원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지원

제품경쟁력 강화, 마케팅, 컨설팅, 해외전시회 참가 등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13



공모동향 브리핑 │ 8

15. 2023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중소 스포츠기업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사업고도화, 해외판로 

개척, 해외 마케팅을 지원

기업당 지원금 최대 2.8억원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14

16. 2023년 1차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 기반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웨어러블 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장 출시 제품 수준의 시작(제)품 제작 계획 

및 진행 중인 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웨어러블 제품 사업화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내외 수요처 대응이 가능한 시장 출시 제품 수준의 동작시제품 제작을 지원

웨어러블 제품 관련 동작시제품 제작 지원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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