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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세요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인터넷

 전  화

방  문

   
 본 책자에 안내된 지원시책은 관내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해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책에 한해 수록되었습니다.

   
 중앙부처·경기도·기타 유관기관의 지원시책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안내책자의 지원 절차 및 시기, 세부지원사항 등은 정책변화·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시에

는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http://www.paju.go.kr

파주시 시청로 50 기업지원과

정책자금  940-4531
기업애로 신청  940-4532
기업환경 개선·문자서비스  940-4532
마케팅·기술지원  940-4533
공장설립  940-4541~4
구인·구직  940-9781~8

▶ Fax : 940-4539

파주시는 관내 4,400개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파주시 현황

기본현황  <2019.11.30.현재>

    인     구 : 454,107명 (191,594세대) 
    면     적 : 673㎢ (서울+안양)
    행정구역 : 4읍 5면 7동 / 422통리

기업체현황  

    기업규모별(11.30기준) 

계 대 기 업 중 기 업 소 기 업

기업수 근로자 기업수 근로자 기업수 근로자 기업수 근로자

4,415 78,265 7 22,337 133 12,105 4,275 43,823

※ 기업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

    산업단지

구  분 시행자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실시계획
승인

조성기간
업체현황

비 고
공장 근로자

계 2개소 1,641 215 5,519

국가
산업
단지

파주출판
문화정보

LH공사 1,561 2,193 ‘97.12 ‘97.03~’13.04 175 5,155

파주탄현중소
기업전용

LH공사    80 108 ‘98.09 ‘98.09~’01.10 40  364

계 18개소 8,282 317 29,631

일반

산업

단지

문발Ⅰ 파주시 50 24 ‘91.12 ‘91.12~’94.12 18 506

문발Ⅱ 파주시 206 189 ‘95.12 ‘95.12~’98.07 16 2,459

탄현
파주통일산업
단지협동조합

123 226 ‘01.05 ‘01.04~’05.03 33 368

금파 파주시 78 64 ‘99.12 ‘99.12~’04.01 11 293   

오산 파주인쇄조합 232 286 ‘99.11 ‘99.11~’06.04 34 584

LCD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1,740 3,553 ‘04.02 ‘04.02~’09.12 5  17,999

LCD
클러스터

당동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641 2,839 ‘05.06 ‘05.06~’11.03 6 717

선유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1,313 3,240 ‘05.06 ‘05.06~’10.02 72 3,319

월롱
경기도시공사

파주시
837 2,534 ‘07.10 ‘07.10~’11.03 2 1,473

신촌
파주자유로산단
사업협동조합

190 820 ‘08.12 ‘08.12~’10.08 50 1,013

축현
파주운정산단
사업협동조합

298 964 ‘09.04 ‘09.04~’14.05 29 311

법원1 파주시 345 1,150 ‘08.12 ‘08~’21.12 조성중

법원2 법원산업도시개발(주) 350 1,065 ‘10.03 ‘10~’20.12 조성중

적성
KBIZ파주
산업단지

468 653 ‘11.12 ‘11.12~‘14.07 41 589

135 200 ‘18.04 ‘18.04~‘19.12 확장

축현2 ㈜야스 70 252 ‘18.01 ‘18.01~’19.12 조성중

월롱2 월롱2산단개발(주) 119 393 ‘14.10 ‘14.10~’21 조성중

파평 파평산업 단지개발(주) 596 849 - '14~'21 조성중

센트럴밸리 
파주센트럴밸리 
사업협동조합

491 1,610 ‘18.11 '16~'21 조성중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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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안정 지원 사업

중소기업 지원 시책Ⅱ

1-1. 파주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이자 중 2% 보전 (대출금리 : 은행금리-이차보전 2%)

  융자한도 : 기업체당 3억원 이내 

  상환조건 : 2년 일시상환 /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인 기업

  제외대상 

    -  최근3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총액 3억원 초과 기업

  신청시기 :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은행

은행명
운전자금 
취급지점

총괄관리점 주   소 전 화

국민은행 전국지점
파주종합
금융센터

파주시 중앙로 328, 
2층(MH타워)

943-0008

기업은행 전국지점 파주지점
파주시 중앙로 328, 
2층(MH타워)

944-4325

농협
중앙회

경기도 내 지점
파주

금빛로지점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빌딩 201호

956-8942

신한은행 전국지점
파주종합
금융센터

파주시 시청로 26 941-3643

한국
씨티은행

전국지점
일산

중앙지점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817-3000

우리은행
서울·경기도 내 

지점
파주지점 파주시 후곡로 1, 경기빌딩 945-9211

KEB
하나은행

서울·경기도 내 
지점

파주지점 파주시 새꽃로 13 957-3740

  지원절차

신청·접수

기업체 → 은행

추천·심사

은행 → 파주시

지원결정 통보

파주시 → 은행 ·기업체

융 자

은 행 → 기 업 체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1-2. 파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가 어려운 기업체에 특례보증서 발급

  보증한도 : 기업체당 2억원 이내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된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사업장 연면적 500㎡미만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인 기업

  제외대상 (대표자 등 포함)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인 기업

    - 보증기관 총 보증잔액(신청건 포함) 8억원 초과 기업

    - 소유부동산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중인 기업

    - 세금 체납기업,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미납중인 기업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지원절차

상담 및 신청 보증서발급 융 자

은 행

접수 및 추천의뢰 심사 및 추천서발급

기업체 → 경기신보
               파주지점

경기신보 → 파주시
파주지점

파주시 → 경기신보
               파주지점

경기신보 → 기업체
파주지점

  제출서류

    -  특례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2년), 회사소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분증 등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942-7521(내선 110)
- 주소 :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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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구       분 자금용도 지원한도 상환기간

운 전 자 금

일 반 기 업

신 기 술 기 업

벤 처 창 업 기 업

여 성 창 업 기 업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5억원
3년

(1년거치)

청 년 혁 신 창 업 4억원
5년

(2년거치)

소 상 공 인

경영개선자금
1억원

4년

(1년거치)

창업자금

재창업자금
5천만원

점포임차자금

사 회 적 경 제 기 업 운전자금 2억원

특 별 경 영 자 금 ※ 별도 계획 수립

창 업 및 경 쟁 력

강 화 자 금

일 반 기 업

신 기 술 기 업

벤 처 창 업 기 업

여 성 창 업 기 업

일 반 서 비 스 기 업

연구개발비 5억원

3년

(1년거치)

공장임차비 5억원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 임차비

시설설비구입비(일반서비스기업)
2억원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매입비(공장, 창고, 산단부지)

30억원

8년

(3년거치)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15억원

사업장건축비(일반서비스기업) 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일반기업)

3∼30억원 3년,8년,15년

지 식 산 업 센 터 

벤 처 집 적 시 설

시설설비 구입비 2억원 3년(1년거치)

사업장 건축비 10억원 8년(3년거치)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77-5900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942-7521

- 주소 :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은행 파주시지부 3층
- 홈페이지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http://g-money.gg.go.kr

1-4.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구 분 자금별 지원내용
지원
한도

융자
기간

창업기업

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장확보(건축, 매입, 경공매), 
생산설비 등

60억원
10년

(4년거치)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경비

5억원
5년

(2년거치)

청년전용
창업자금

사업장확보(건축, 매입, 경공매), 
기계설비 등

1억원
6년

(3년거치)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경비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 20억원
10년

(4년거치)

운전자금 원부자재구입비, 시장개척비용 등 10억원
5년

(2년거치)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운전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5억원
5년

(2년거치)

신성장

기반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정보화설비, 건축자금 등 60억원
10년

(4년거치)

운전자금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

시설자금의 
50%이내

5년
(2년거치)

재도약

지원자금

시설자금 사업장확보(건축, 매입, 경공매), 
생산설비 등

60억원
10년

(4년거치)

운전자금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비용 등 5억원
5년

(2년거치)

긴급경영

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사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재해피해 복구비용 등

10억원
5년

(2년거치)

투융자 

복합

금융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 20억원
5년 

(3년거치)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 
비용 및 기업경영 소요경비

5억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920-6700

- 주소 :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홈페이지 : 중소기업진흥공단(hp.sb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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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 지원

  지원대상 : 공장밀집 지역

  지원내용 : 도로재포장, 도로확포장, 하수도, 보행로 정비 등

  지원한도 : 2억원 이내(도비 기준)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기업지원과

  신청시기 : 7월~8월

  지원절차

사업추진

파주시

사업신청

기업체→읍면동→파주시

현장실사

파주시

사업비 요청

파주시→경기도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2

2-2. 노동·작업환경 개선 지원

  지원대상 : 노동(종업원 300명 미만), 작업(종업원 50명 미만)

  지원내용  

    - 노동환경 :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개·보수 

    - 작업환경 :  공장 내 작업장의 바닥, 창호 등 개·보수,  

작업대·환기장치 설치, LED조명등 교체 등  

  지원기준 : 자부담 40%(10인 미만 30%), 보조금 60%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신청기관 : 기업지원과

  신청시기 : 7월~8월

  지원절차

사업신청

기업체→파주시

현장실사

파주시

사업 신청

파주시→경기도

사업확정 통보

경기도→파주시

  사업추진

기업체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2

02 기업환경 개선사업

3-1.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지원규모 : 3회 / 20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 바이어 섭외비, 상담장 임차비, 시장 조사비, 통역비, 

      차량임차비 및 항공료 50%(1인)

    * 항공료 50%, 식비, 숙박비 등 개별 체재비는 기업체 부담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공고 : 파주시청 www.paju.go.kr →뉴스·소식→새소식 참조 

  지원절차

공고

파주시

선정(심사) 통보

파주시→기업체

시장개척단 파견

기업체

신청

기업체→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031-850-7122

3-2.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지원규모 : 10개 업체(기업체당 4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항공비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공고 : 파주시청 www.paju.go.kr→뉴스·소식→새소식 참조 

  지원절차

선정(심사) 통보

파주시→기업체

전시회 참가

기업체

보조금 신청

기업체→파주시

신청

기업체→파주시

공고

파주시

지급

파주시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기업체→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03 마케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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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지원규모 : 1회 (5개 업체)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단체관 부스임차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등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절차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심사·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

기업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체

  신청방법 :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위탁운영 : 파주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5

3-4.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지원규모 : 25개 업체(기업체당 2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공고 : 파주시청 www.paju.go.kr →뉴스·소식→새소식 참조 

  지원절차

선정(심사) 통보

파주시→기업체

전시회 참가

기업체

보조금 신청

기업체→파주시

지급

파주시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기업체→파주시

공고

파주시

신청

기업체→파주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3-5. 2020 파주상공 EXPO

  사업내용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파주시 우수 제품 전시 및 판매전

  시기/장소 : 2020년 하반기(2일간) /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예정

  규모/품목 : 80개사, 120부스 / 제한없음

  신청대상 :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 부스 설치비, 홍보 등 / 부스 임대비는 업체 부담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

4-1.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국내외
산업

재산권

국내 특허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520만원)

해외 특허 출원 / 해외 PCT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500만원)

실용 신안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360만원)

국내 상표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200만원)

해외 상표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250만원)

국내 디자인 출원 총 소요비용 50% (최대 280만원)

규격인증 해외규격 인증 획득 총 소요비용 50% (최대 700만원)

제품
생산

시제품(금형) 제작 총 소요비용 50% (최대 1,300만원)

시제품(목업) 제작 총 소요비용 50% (최대 500만원)

시험분석 총 소요비용 50% (최대 150만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총 소요비용 50% (최대 100만원)

카탈로그 총 소요비용 50% (최대 150만원)

홍보동영상 / 잡지광고 총 소요비용 50% (최대 300만원)

시군특화 G-FAIR 단체관 20개 업체 (업체당 100만원)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절차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업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심사·선정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신청

기업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협약운영 : 파주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031-850-7123

04 기술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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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술닥터 
 사업내용 :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애로에  

대하여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장밀착 해결 지원

 지원내용

구  분 사업명 내  용 지원범위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1:1 맞춤형 애로해결

300만원 이내
(자부담 없음)

2단계

중기
애로 
기술
지원

일반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 추가 지원하여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최대 2,000만원 
총 비용의
70% 지원

고용
연계

전문인력이 4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

최대 2,600만원 
총 비용의 
70% 지원

3단계 상용화지원
신규 제품화(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기술지원인력 등) 지원

최대 4,500만원 
총 비용의
70% 지원

단계별
검증지원

시험분석 등
현장애로 기술지원 관련 불량 원인 분석, 
시제품 검증

최대 500만원
총 비용의 70%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절차

공  고

경기테크노파크

신청·접수

기업체→경기테크노파크

선정 및 사업지원

경기테크노파크→기업체

 신청방법 : 기술닥터 홈페이지(tdoctor.gtp.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협약운영 : 파주시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031-500-3116

4-3.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상용화 지원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범위

디
자
인
개
발

닥 터
(진단)

전문 디자인닥터 방문 1:1현장애로해결 15만원 (자부담 없음)

컨설팅
15회 이내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

최대 180만원
총 비용의 60% 지원

개 발

디자인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또는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제 품 디 자 인
최대 1,200만원
총 비용의 60% 지원

시각/포장디자인
최대 600만원
총 비용의 60% 지원

통 합 디 자 인
(제품+시각/포장)

최대 1,800만원
총 비용의 60% 지원

디 자 인
상 용 화

우수디자인의 상용화를 위한 금형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

최대 1,500만원(금형)/

500만원(포장재) 

총 비용의 50%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 기업체 

 지원절차

심사·선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

기업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디자인주관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협약운영 : 파주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031-259-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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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식재산(IP) 창출지원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창출·보호·활용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IP바로지원단 : IP바로지원단이 기업 현장 방문으로 IP 애로사항 

해소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IP바로지원
서비스

특허맵 IP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세부활용전략을 수립하여 
맞춤형 결과 보고서 작성

1,0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70% 지원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1,300만원 이내
포장   7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70% 지원

브랜드 개발
신규 브랜드 개발 또는 
기존 브랜드 리뉴얼 지원

신규   1,300만원 이내
리뉴얼 7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70% 지원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D 영상 제작

700만원 이내
총 비용의 70% 지원

 지원대상 : 파주시 공장등록 및 지방세·세외수입 완납기업체

 지원절차

심사·선정

경기지식재산센터

신청

기업체→
경기지식재산센터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기업체·수행사
경기지식재산센터

공고

경기
지식재산센터

 신청방법

    -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biz.ripc.org)  

온라인 신청

 협약운영 : 파주시↔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3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031-877-6934

4-5.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사업내용 : 국내인증 신규 취득비용 지원

 지원내용 

    -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내인증 (KS, KC, 

        단체표준인증, 환경표시인증, GR, NEP, NET 등) 심사 및 시험 

비용 지원

 지원규모 : 10개 업체 (기업체당 2백만원 이내)

 지원대상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신청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

4-6.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내용 : 중소기업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전자입찰 
컨설팅

·  전자 입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1:1 컨설팅

20개 업체 
(업체당 50만원 이내)

경영개선 
컨설팅

·  경영,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출·수입,    
관세, 특허,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20개 업체 
(업체당 50만원 이내)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10개 업체 
(업체당 2백만원 이내)

 신청기관 : 파주상공회의소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

파주상공회의소  031-8071-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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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주시 일자리센터 구인 서비스 지원

 일자리센터 현황

파주시일자리센터

(중앙로 328, MH타워 8층)

평일 09시∼18시

T_031)940-9781∼88
F_031)940-4529 / 

943-0894

파주시청 민원실

(시청로 50)

화수목 09시∼18시

T_031)940-9794
F_031)940-4529

문산행정복지센터

(문산읍 통일로 1680)

평일 09시∼18시

T_031)940-9789∼90
F_031)940-4529

운정행정복지센터

(와석순환로 415)

평일 09시∼18시

T_031)940-9791∼93
F_031)940-4529 /  

942-4470

 지원내용

    - 구인등록부터 채용까지 맞춤 서비스 지원

    -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재 추천 및 알선

    - 동행, 상설면접 서비스 지원

 신청절차

구인신청

일자리상담센터
 (방문/전화)

접수·상담

일자리상담센터
(방문/팩스/이메일)

구직자알선

동행면접/상설면접

인재채용

면접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구인업체 / E-mail : paju1919@korea.kr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031-940-5101

5-4.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기 : 2020년 상반기

 지원규모 :  80개 부스

    -  채용관 25개, 정보관 25개, 홍보관 20개, 컨설팅관 6개, 부대행사 4개

 참여대상 : 파주시 관내 구인기업

 지원내용

    - (채용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의 1:1 만남의 장 제공

    - (정보관) 기업 소개 및 채용정보 등 기업정보 제공

    - (홍보관) 기업 제품 전시 등 홍보 활동 지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   031-940-5101

5-1. 기업애로 상담창구 운영
 사업내용 :  경영 일선에서 겪는 기업애로사항 접수 및 신속한 처리

 애로유형 : 공장설립, 인프라, 판로/수출, 자금/융자 등 

 신청절차

기업애로 신청

기업체→파주시

현장조사

기업SOS 기동반

 One-Stop 회의

처리방안 확정

애로사항처리

확정된 처리방안 추진

처리결과

파주시→기업체

사전검토

관련 법규 및 처리방안 검토

 신청방법

    -  경기도 기업SOS넷 접속(http://www.giupsos.or.kr) 후 기업애로 

신청 클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3

5-2. 공장설립 원스톱 민원처리
 사업내용 :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제조업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장설

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해 종합 컨설팅 지원

 원스톱 민원처리 절차

공장설립상담

협의· 의견 ·회신

공장설립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도시계획심의

신청서류검토

(현장확인)

공장설립승인

(사업시행자)

 지원내용 

    - 공장설립 상담, 업종에 적합한 입지상담 등 

- 관련부서에 온라인 심의를 통한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처리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031-940-4541~4

05 기업애로 해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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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지역정착지원형)
 지원규모 : 약 20개 업체

 지원기간 : 최대 2년,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동가능

 지원대상 :  참여청년(만18세 이상 ~ 39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

 신청자격 :  관내 마을기업,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기반 

법인ㆍ단체

 지원내용 : 기업과 청년의 1:1 매칭 및 인건비 지원 

    - 월 급여 200만원까지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 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  4대 보험료, 수당(연장ㆍ야간ㆍ가산ㆍ휴일), 퇴직금은 기업에서 부담

   - 청년 1인 지원금 : 월 200만원

구  분 지원금(1인) 부담비율 기타사항

파주시 부담 180만원 90% 지원금(시→기업)

참여기업 부담 20만원 10% 임금(기업→청년)

 참여기업 선정기준 

    -  참여희망 기업(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기업선발기준 

심사표’에 준하여 선발

 사업공고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공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31-940-4555

5-6. 중소기업 폐수처리시설 환경개선 지원
 예 산 액 : 120백만원

 지원규모 : 개선 및 설치비용 70% (도비+시비), 자부담 30%

    - 지원한도 : 최대 30백만원

 지원대상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약 4개소)

 지원내용 :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선정기준

     - 지원 신청 기업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실시 

     -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사업공고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공고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031-940-8475

5-7.  중소기업 대기방지시설 환경개선 지원
 예 산 액 :  9,000백만원  

 지원규모 : 개선 및 설치비용 90% (국비+도비+시비), 자부담 10%

 지원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액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RTO 및 RCO 등 4.5억원)

최대 3.6억원
(필요시 최대 7.2억원)

 지원대상 :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약100개소)

 지원내용 : 대기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선정기준       

     - 지원 신청 기업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실시 

     -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사업공고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공고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031-940-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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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개방형 창업공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입주자격 :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

 지원내용   

- 업무공간 및 공용시설·장비 등 제공 (공용장비 및 회의실 등)

-  마케팅, 기술 상용화 등 센터 사업 연계, 상시 정보제공 및 밀착상담 운영

 위    치 : 파주시 금릉역로 84 청원센트럴타워 6층 (금릉역 앞)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벤처기반팀   031-830-8541

5-9.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대상 :  만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지원내용 :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 (공간)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

    - (코칭)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과정 지원

    - (교육)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실시

    - (기술) 제품설계,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 (사업비) 1년간 최대 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처리절차

사업공고 사업대상 선정

최종평가 및 졸업

협약체결 및 지원

후속 연계지원

중간평가 

및 계속지원

 위  치 : 파주시 중앙로 328 MH타워 11층 (금촌역 앞)

경기북부 청년창업사관학교   070-4243-0911

6-1. 창업기업 지원
 세제지원

    - 지원대상 : 창업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

    - 지원내용

구 분 감 면 내 용 비 고

소득세 
법인세

청년창업기업(15~34세) 5년간 100%감면
일반 창업기업 5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취득세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제조업 등  
사업 목적의 부동산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자세한 사항은 파주세무서(031-956-0200), 파주시 세정과(031-940-8511,8711) 문의

 부담금 면제

    - 지원대상 : 창업 제조업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

    - 지원내용 (공장설립시 토지관련 부담금)

구 분 면 제 내 용 비 고

개발부담금

창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구역 안 : 990㎡이상, 밖 : 1,650㎡이상)

(도시계획구역 안 : 1,500㎡이상, 밖 : 2,500㎡이상-
한시적 특례)

[개발이익(지가차액-
개발비용)×25%]

(‘17.1.1.~‘19.12.31.)

농지보전
부담금

농업진흥지역 밖 : 100% , 농업진흥지역 안 : 100% 
(사업계획승인 받아 설립하는 공장 사업 개시한 날부터 7년)

(제조업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22.8.2일까지)  
사업 개시한 날부터 3년) 

[ 공시지가 × 30% × ㎡ ]
※ 상한 : 5만원 /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보전산지 : 100% , 준보전산지 : 100%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계획승인 받아 

설립하는 공장)

보전: 전용면적(㎡)*(6,240원+공시지가 1%)
준보전: 전용면적(㎡)*(4,800원+공시지가 1%)

※ 법개정에 따라 금액변동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   031-940-4541~5

06 기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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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파주시 지원시책 문자알림 서비스
 사업내용 : 최신 파주시 지원시책을 휴대폰 문자 전송 서비스 

 서비스명 : 기업지원시책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대상 :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 : 오프라인 신청

파주시청 홈페이지

(www.paju.go.kr)

통합검색 

문자알림서비스신청서

문자알림 서비스 팩스 신청

(FAX : 031-940-4539)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4532

6-3.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보를 한곳에서 제공

기업애로

경기도 기업SOS넷 접속

(www.giupsos.or.kr)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 한곳에

파주시
지원정보

이지비즈
(경기도)

기업마당
(중앙부처)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1~4533

6-4. 모범 기업인(근로자) 표창
 표창목적 :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인과 근로자를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표창규모 :  분기별 10명 이내

 선정대상 :  일자리 창출, 우수제품 개발, 선행 등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 및 근로자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940-4532

기관별 중소기업 지원 사업 문의처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전화번호 홈 페 이 지

파  주  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기업지원) 940-4531~3

www.paju.go.kr공장설립팀 (공장등록·변경) 940-4541~4

파  주  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센터팀(구인·구직) 940-9781∼8

고용노동부

파주고용센터

구인·구직 알선·정보제공, 

구직·실업 급여 등
860-0401 www.work.go.kr/paju

파주상공회의소
상공업진흥사업·국제통상·교육·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 등 
8071-4242 pajucci.korcham.net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등
1577-5900 www.gcgf.or.kr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기술개발·디자인·해외마케팅·

연구·컨설팅·수출·전시박람회 등
259-6000 www.gbsa.or.kr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850-7123 www.gbsa.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지부)
정책자금, 컨설팅·기술지원, 해외마케팅 등 920-6700 www.kosmes.or.kr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자금·기술·판로수출·인력·창업·벤처· 

컨설팅·여성·장애인기업· 지식서비스 등
201-6800 www.mss.go.kr

경기테크노파크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기술닥터, 기술이전 및 사업화
500-3000 www.gtp.or.kr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산업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지원, 기술인프라 활용촉진 지원
539-5000 www.gdtp.or.kr

경기가구인증센터
경기도내 가구기업 인증 지원

(제품시험 컨설팅, 시험분석 등)
539-5080 www.gfcc.or.kr

KOTRA
무역정보·시장개척단·전시회지원 

수출상담회 등
1600-7119 www.kotr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건설안전 및 안전교육

클린산업지원
841-4900 www.kosha.or.kr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해외마케팅·무역기금

해외전시회지원·무역컨설팅 등
995-6161 www.kita.net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수입 보험 제도 1588-3884 www.ksure.or.kr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공제기금사업·노란우산공제대출

사업(소기업·소상공인)
259-7800 www.kbiz.or.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일자리안정자금 1588-0075 www.kcomwel.or.kr

경기FTA활용지원센터
FTA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1688-4684 www.gg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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