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송파구 기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중소기업 융자지원
[대상] 신성장동력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금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연 1.9%
중소기업협력자금: 변동금리(송파구에서
최대 2% 이자지원)
[상환조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 2019.2.1.~ 분기별
[문의] 02-2147-4917

✽특별신용보증 추천
[대상] 담보력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금리] 연 2.4~2.9%
[상환조건] 1년거치 3~4년 분할상환
[보증방법] 송파구 추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2019.2.1.~ 수시
[문의] 재단 1577-6119/송파구: 02-2147-4919

판로지원

문정비즈밸리 기술지원 행사
✽산학협력설명회 개최
[기간] 2019. 9월 중
[대상] 100여명(중소기업 및 문정지구 입주사)
[장소] 문정비즈밸리 내
[내용]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입주사에
		 연계 및 상용화하기 위한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사업(프로그램)’ 안내
✽주요 매칭기술 상담회
[주관] ㈜한국피씨피
[신청] 2019.8월 중 접수
[문의] 02-2147-4918

✽문정비즈밸리 데모데이 개최
[기간] 2019. 5월 중
[대상]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관계자 등
[장소] 문정비즈밸리 내
[내용] 유망아이템 발표, 제품 및 사업모델 소개
전문가 및 분야별 컨설턴트 강평
참석기업과 엑셀러레이터 연계 추진
[신청] 2019.4월 중 접수
[문의] 02-2147-4919

✽해외 및 국내 우수인증 획득지원
[대상] 수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내용] 해외규격(218개) 및 국내규격(17개)
인증 획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인증추진] 2019. 4 ~ 11월
[규모] 기업당 최대 2백만원(소요비용의 80%)
[신청] 2019.3월 중 공모
[문의] 02-2147-4918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대상] 국내·해외 박람회 참가기업
[규모] 기업당 최대 3백만원(부스임차료에 한함)
[신청] 2019.2.11.~3.11
[문의] 02-2147-4919

고용지원
✽중소기업 취업인턴제
[대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내용] 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인턴 지원금 지원
[지원] 최대 6개월(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지원금: 인턴기간 월 80
만원(정규직 전환시 월 100만원)
[신청] 2019.3월 중 공모
[문의] 02-2147-4909

✽구인구직 매칭 지원
[대상] 관내 전 기업, 구민
[내용] 구인․ 구직 등록을 통한 인력 매칭
[절차] 구인등록 ▶ 일자리매칭 ▶ 면접 ▶ 채용
[등록 및 문의] ✽일자리센터(구청별관) 02-2147-3680~4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02-2054-8260
		
✽동부고용복지+센터 02-2142-8924
		
✽온라인: http://job.seoul.go.kr/songpa
		

송파구상공회 운영
✽중소기업, 소상공인 교육 및 경영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장소] 중소기업정보관(송파구 올림픽로 8)
[내용] ✽세무, 회계, 노무, 경영, 마케팅 등 직무교육
✽기업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
✽송파구 최고경영자연구과정 및 CEO 포럼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
[신청] 2019.2.1.~ 수시
[문의] 상공회 02-412-3830

✽중소기업 우수제품판매전 개최
[기간] 9회(연 50일 이내)
[대상] 우수제품(공산품) 제조업체, 판매업체
[장소] 잠실 롯데백화점 트레비분수 광장(지하)
[규모] 매회 23~25개 업체
[심사] 연중 수시접수 및 회차별 심사·선정
[신청] 2019.2.1.~ 수시
[문의] 상공회 02-412-3830/송파구 02-2147-4917

송파구 주요 일자리시설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송파구 일자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종합 일자리 지원기관
▶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및 연계
▶ 여성, 노인 등 각 계층별 일자리 시설 안내
▶ 일자리관련 심층상담 및 컨설팅, 교육
▶ 소규모 일자리 행사 개최(19데이 등)

l 올림픽로 326 구청별관 1~2층
		

l 02-2147-3680~3684
02-2147-4926~4629

기업-구직자를 위한 다목적 일자리종합공간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서울 동남권 경제·업무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문정비즈밸리의 일자리지원 허브기관
l 구인구직 등록·상담 l

▶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 및 연계
▶ 세미나룸, 스터디라운지, 상담실 등 공간 지원
▶ 다양한 일자리행사 추진

(문정비즈밸리 네트워킹데이 운영,
소규모 채용행사, 기업간담회, 일자리교육 등)
▶ 문정비즈밸리 입주기업 지원정책 종합안내

l 세미나룸 l

l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1 지하190호)
l 02-2054-8260

l 오픈공간 (스터디라운지)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