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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8 R&D

132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172

2022 창업지원 신청일정

133

[대구신용보증재단]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184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134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협약보증

190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135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136

[대구은행] IP 모아모아 대출

137

[대구은행] DGB Tech-Biz론

138

[대구은행]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39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140

[대구테크노파크]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141

[대구테크노파크] 청년벤처창업펀드(C-Fund 2.0)

142

[대구테크노파크]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1호

창업교육

신청시기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메이커스랩 지니)
• 예비창업자, 일반인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메이커 교육 및 체험 지원(장비, 공간,재료) 상시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신청시기

페이지

[(사)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그린IT 여성창업 지원사업
• 대구·경북지역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IT분야 창업프로그램 지원

페이지

6월

22

6월

23

3~4월

24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대구벤처센터 內 | 053-754-7891

34

•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85, 지하철 1호선 명덕역 지하 1층 | 070-4142-5003~4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사업
• 위탁판매, 위탁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문셀러 양성교육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226,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 053-610-6647

5월경

35

[(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
• 미래자동차산업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508호 | 02-583-8490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달성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 창업 필수 교육 및 심화과정, 컨설팅 제공. 우수 교육생에게 창업자금 지원, 특강/네트워킹 진행 및 창업보육공간 제공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4길 27, 달성행복일자리나눔터 | 053-668-5324

시설·공간·보육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 시장진출형(Maker to Market) 메이커 교육 제공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신산업 시대에 맞는 유망 메이커 창업가 양성 상시

25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환경 제공, 멘토링, 메이커 체험 등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및

상시

38

•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3년미만) 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상시

39

제조 창업 저변확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1~5층 | 053-219-310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벤처 리더 양성사업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기술벤처리더 및 CEO를 대상으로 경영관리기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리더십 함양 지원 11~12월경

26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E16 205호 | 053-785-5006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53-950-6199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청소년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과정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지원
5~6월

2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8-1 | 053-216-2370

28

41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29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9, 10층 內 | 053-215-4912

• 저렴한 금액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보육 공간을 임대, 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 교육 및 맞춤형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30

• 물산업분야 예비 창업 기업 대상 시제품제작, 마케팅, 시험분석 등 사업화지원. 물기업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기술기반 스타 기업 육성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5층 | 053-222-3149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 053-601-6145

[달서구청]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창업 저변 확대와 사업 성공 확률 제고

2, 4, 6, 9, 11월

31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 053-560-6371

상시

43

•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
(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상시

44

상시

45

상시

46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128(월곡역사공원 內) | 053-667-254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교육

[달서구청]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기술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시 및 후속 사업화 지원연계 추진, 지역여성유관기관 협력사업 4~5월 중

32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9-9655

• (예비)창업자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및 실전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화 연계 지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 053-667-2662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달서구 빛글협동조합] 달서청년 창업성장 점프업 희망사업
• 청년창업자 창업성장 지원 및 신규채용 청년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창업성장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39, GEO 5층 | 053-262-6001~2

42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월~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 지역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상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 053-589-7930

[대구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
혁신형 창업 유도

•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및 보육실, 교육 등 지원, 지역 창업지원 특화 산업과 융복합, 대학 특성과 연동하는 지원체계 구축 수시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 053-620-2035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계획서, 특허 정보 검색 등 교육)을 통한

40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2~3월 중순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48-1 | 053-216-2370

• 지역 예비 창작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대상 창작·창업교육, 시제품제작, 멘토링·컨설팅 등 제공

수시

창업 보육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1층, 5층 | 053-620-2466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메이커 인재 양성과정
메이커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 섬유·패션·텍스타일디자인 분야의 경제적·체계적 기반이 약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육성을 위한

창업교육 | 시설·공간·보육

창업교육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산학협력단 지하 1층 | 053-580-6786~7

• 메이커 산업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상 인사, 노무, 행정 등 기본 소양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체험 및

페이지

[경북대 산학협력단(스타트업지원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 업사이클 디자인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디자이너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실행

신청시기

2~3월 중

33

• (예비·3년 미만) 창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 각종 경영활동 지원 및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053-560-3764

9

8

신청시기

페이지

[대구드림파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지원(마케팅, 사업화, 창업교육, 투자IR,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47

48

49

50

• 예비창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자에게 창업 준비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공간을 임대 또는 지원

상시(공실 발생 시)

62

•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상시

63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천마스퀘어/산학협력관 | 053-650-9479

•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內 (성실관, 복지관) | 053-320-1289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수시

51

•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위해 창업보육사업을 수행

상시

6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1층 기업지원실 | 053-629-6195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 053-759-0918

시설·공간·보육 | 멘토링·컨설팅

시설·공간·보육

스케일업 전문 프로그램 연계지원

61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대구스케일업허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자금, 사업화 지원. 기업 맞춤형 입주공간 및 편의공간,

상시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길 26, 대구여성회관 內 | 053-803-7200 | Fax. 053-220-9520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2층 | 053-655-5613

운영·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전문 보육

[여성회관] 여성창업활동지원
상시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예비·재)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6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 수성대학교 內 | 053-749-7015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2층 | 053-655-6984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기업 성장 지원(네트워크, 세미나, 교육)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1월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오픈스퀘어-D 운영사업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페이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1층 | 053-784-826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지역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신청시기

[수성구청]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상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35 | 053-587-7623
•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확산 및 유망 콘텐츠 발굴 지원(입주공간,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집적공간 운영 및 지원(입주 공간 제공)

상시

52

수시

53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 053-592-8362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 입주공간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의료산업 관련 (예비)창업기업 중점 육성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160, 12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 070-4299-0652

54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메이커스페이스동 1층 C-Fab | 053-341-9691

55

68

•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경영·투자·기술 등의 전문가 전담 멘토링 지원

하반기

69

하반기

7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데이터 창업지원 컨설팅
5월

56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스타트라인 | 053-602-1764

• 지역 데이터기업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2층 | 053-655-5613

[대구상공회의소]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

[북구청]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
수시(공실 발생 시)

57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4, 2층 | 053-665-2666

• 정부 및 지자체의 (비)R&D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 지원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71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 053-222-3086

[수성구청] 기업보육센터 운영

[대구지식재산센터] IP나래 프로그램
공실 발생 시

창업 입주공간, 관리비 등 지원

58

•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기술·경영 관점의 전략 수립 지원 및 융복합 컨설팅 지원

2월, 6월

72

상시

73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5층 | 053-222-3145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4길 173,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상가 402동 101호 | 053-666-4335

[수성구청]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1층 | 053-784-8261

상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2층 | 053-655-5613

[대구테크노파크]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구축·운영 사업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창업성공과 기업성장을 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Data 창업 멘토링
상시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기숙사 F동 1층 053창업카페 | 053-341-9694

•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운영의 기반인 사무공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페이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F동 멘토링룸 | 053-759-638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창업카페

• 사무공간 무료 제공 및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선발·육성

신청시기

[K-ICT창업멘토링센터] K-ICT 창업멘토링

• 메이커 양성 체험 프로그램 및 장비운영 교육 진행, 멘토링 제공 및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CNC 등 장비/회의 공간 대여 상시

• 창업자·예비창업자 대상 입주 공간 지원(독립형, 개방형 오피스 무상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스페이스 C-Fab

• 예비(초기)창업자 아이디어 고도화 교육, 멘토링 운영, 창업준비 공간 무상활용 및 창업자 네트워크 강화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은행] 멘토링·컨설팅 지원
4월, 8월

59

• 창업예정자 및 기창업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 053-740-2843

11

10

신청시기

페이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74

페이지

• (예비)창업 기업 대상 사업화자금(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인건비) 및 창업교육, 멘토링 등 후속지원 연계

2~3월

87

상반기 또는 상시

88

세부사업별
모집공고기간
상이

89

3~4월

90

상반기

91

상반기

92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143호 | 053-620-2045, 2066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스케일업팁스 및 상장 지원사업
• 기업의 IPO(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대로 일자리창출, 우수 인재유치, 지역산업 활성화,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4~5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75

• 창업기업의 경영애로와 사업화 애로사항 확인, 즉시 해결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DGIST R7 504호 | 053-785-1987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북구청]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상시

76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3층, 일자리정책과) | 053-665-2662

• 중소기업 대상 제품 디자인·브랜드·디자인 상품·멀티미디어 디자인 개발 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內 | 053-740-0035~6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K-Camp 대구’3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기업진단, 경영 컨설팅, 데모데이 참석 지원, 증권형 펀딩 지원 등

신청시기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상시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9-8617

• 관세·무역, 경영 컨설팅, 기술거래, 수출 통·번역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 지원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6월

77

• 사업 과정별 일정·장소 개별 안내 | 053-751-5560

• 업사이클 분야 청년창업가에 공간/장비임차 및 제품개발 등 자금 지원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한국업사이클센터 | 053-719-601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 지역내 의료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전공자 지원을 통해, 의료분야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內 | 053-790-5020

사업화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 시상, BM개발,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신청시기

페이지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의료산업 활성화 의료기업 인허가 지원사업
• 대구소재 의료 기업 대상 국내 인허가 컨설팅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4~10월

80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 053-742-1775

• 창업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자금 지원, 지원금 및 청년창업기업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3월(예정)

81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스테이션센터 11층(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 053-431-9821

4월중

82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1~5층 | 053-219-4102

83

84

94

2~3월

95

2월 중

96

3월

97

3~7월

98

TIPS IR : 2월, 3월
TIPS 추천 : ~6월

99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스마트 의료관광 관련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제공

•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멘토링 및 기타 프로그램 제공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대구 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2~3월경

85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 창업도약기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 시장진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성장촉진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제공 2~3월경

• 소셜벤처 발굴을 통한 창업·창직을 지원하고 지역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359-3669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글로벌플라자 內 | 053-950-7655, 7657~9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109호 | 053-939-6196~7

3~12월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2030청년창업지원센터) | 053-424-2039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글로벌플라자 內 | 053-950-7657

시제품 제작 및 입주공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 간접비 지원. 시제품 제작, 콘텐츠 품질 향상, 멘토링 컨설팅 지원 등 제공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청년 스타트업 러닝메이트 지원사업)
4월경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정을 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12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 070-4299-0652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93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스마트 의료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2~4월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002호(산격동) | 053-950-7385
•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예비)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안착을

• SW제품/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 유도 지원, 기업 역량강화 3월 중순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 053-222-3084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제조·서비스 연계 인아웃뷰티 스타트업 성장지원
성장 지원 프로그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2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 053-215-4921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대상 사업화, 제품개발, 시설공간보육, 재무설계 등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2층 | 053-655-561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로 1로 17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506호 | 053-215-3604

[(사)커뮤니티와 경제]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제품화 비용 및 교육 등 지원, 전문 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코디네이팅 지원 등

사업화

멘토링·컨설팅 | 사업화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컨설팅·멘토링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86

• 지역내 TIPS 추천기업 발굴 및 TIPS 추천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053-759-9653

13

12

신청시기

페이지

3월경

100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359-3670

101

102

103

•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성장기반 마련

115

•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2~3월

116

104

•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2~3월경

117

2월

118

1~3월

119

4~5월 중

120

3~4월경

121

신청시기

페이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84,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3층 | 053-795-7952

[도심재생문화재단]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케일업허브 운영지원 사업
수시

105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 053-655-5613

• 사업화자금 지원, 리더십 교육, 컨설팅·멘토링 및 기타 프로그램, 패션 주얼리센터 첨단 공동 장비실 지원 등
창업관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 정책자금

사업화

6월 이후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2월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053-759-6384

•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대구패션주얼리센터 4층 | 053-219-442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2~3월

106

•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 053-359-3621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대명동) 계명대학교 비사관 6층 | 053-656-8176~7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2 대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2022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

4월경

107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9-6396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지원, 우수 창업기업 펀딩 비용 지원
• 사업 과정별 일정·장소 개별 안내 | 053-751-556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컨설팅, 세미나, 네트워킹데이 등 지원

114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84,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3층 | 053-795-974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벤처육성지원사업

• 스타트업 대상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컨설팅·멘토링 및 보육공간 무상 지원

3월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4~5월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대구스케일업허브(DASH) | 053-759-0915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우수 기술사업화(R&BD)에 필요한 전 분야 맞춤형 패키지 지원, 대구지역 기업지원기관의 연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4층 | 053-757-373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113

[대구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4월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341-9693

•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하여 맞춤형패키지 지원

4~5월(14기),
10~11월(15기)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10층 | 053-757-41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사업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지원(페이지제작 및 마케팅지원)

• 삼성전자와 연계하여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전문가멘토링, 네트워킹 및 투자까지 전주기적 밀착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견인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022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2~3월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359-3627

• 사업화 자금 지원, 로컬 네트워크, 멘토링 등을 통한‘대구형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페이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053-759-8619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 디지털기술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입주 등 지원

신청시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액설러레이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 에너지산업 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컨설팅, 세미나, 네트워킹데이 등 지원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사)커뮤니티와 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2~3월

108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359-3628

• 창업교육-업종 및 사업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5층(대구YMCA청소년회관) | 070-7862-091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2~3월

109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內 | 053-759-8132, 965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한 전문교육, 사업화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 053-759-0917

전문교육 :12월~1월
사업화 지원 : 6월 예정

110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남구 창업청년 사업패키지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스마트 스타디움'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혁신과제 공동추진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분업적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2~3월

111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9-8621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內 | 053-759-9655

• 지역에서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2월

124

상시

125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 053-615-1953

[기술보증기금(대구)] 기술창업기업보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 여성기술창업 교육생 대상으로 자금,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정책자금

7월경

112

•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15

1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1-5671

신청시기

페이지

[기술보증기금(대구)] 마이스터(Meister) 기술창업보증
• 신청기술분야 5년 이상 대·중견기업 경력 경영주 창업 또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보증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126

상시

127

상시

128

상시

129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1-5671

상시

상시

131

140

상시(연 2회)

141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142

• 지역 그린뉴딜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으로 관련 산업분야의 지역내 유망 기업 성장·정착 및 대구형 그린뉴딜 활성화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 대구TP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143

•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 대구TP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144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 053-721-7055

3월

145

상시

146

수시

147

수시

148

[수성구 창업센터] 지역청년·기업 위드어스수성 동반성장 프로젝트
상시

132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 053-560-6364

• 지역청년과 지역육성기업간의 일자리를 연계·지원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
(입주기업이 청년인력 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1층 | 053-781-9390

[신용보증기금(대구)]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대구신용보증재단]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상시

133

• 창업 후 최대 10년 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성장 단계별 혁신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4단계 보증 지원)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스타트업지점 | 1588-6565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협약보증
상시

134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EXCO 4층 | 053-606-8413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 053-570-3052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보증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 대구TP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 대성창업투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 4층 | 02-559-2904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 사업자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예상액 등을 사전안내하고 향후 실제 창업시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정책자금 | 판로·해외진출

정책자금

130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민간엔젤투자 활성화 유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내 벤처·창업기업에게 보증지원을 확대

•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대구테크노파크]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2호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구상권업체 및 연체정리자 등 재창업자 보증 지원

• 대구TP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 053-721-7055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1-5671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시설자금 융자

• 혁신센터 대표 창업프로그램 C-Lab 전용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지역의 혁신창업기업 지속 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형 그린뉴딜 펀드

• 개인기업에 대한 간편·신속 보증지원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기업 운전자금 대출

• 대구TP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 053-757-4181, 3782

[대구테크노파크]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1호

[기술보증기금(대구)] 원클릭보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139

• 인라이트벤처스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 053-341-9222

[기술보증기금(대구)] 지식재산(IP) 가치보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상시

[대구테크노파크] 청년벤처창업펀드(C-Fund 2.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1-5671
• 지식재산(IP)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 지역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초기 사업화 이후 성장단계에 대한 투자자금지원으로 창업초기기업 성장 도모
• 인라이트벤처스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 053-341-9222

[기술보증기금(대구)] 우수기술 사업화(TECH밸리) 지원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참가 후 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리더스펀드 매칭 투자

[대구테크노파크]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대구경북지역본부053-251-5671
• 우수 전문인력(교수, 연구원)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페이지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6-7606

[기술보증기금(대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신청시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상시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51-5671
•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하고, 창업 후 사전제시금액 보증지원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재창업자금
상시

135

• 사업전환·구조조정·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EXCO 4층 | 053-606-8422, 8429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 | 053-570-3052

[대구은행] IP 모아모아 대출
• IP가치 평가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제공

상시

136

상시

137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內 | 053-740-2326

[대구은행] DGB Tech-Biz론
• 기술평가서를 반영한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 완화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內 | 053-740-2326

[대구은행]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창업 7년이내의 지역중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대구은행 본점 內 | 053-740-2326

판로·해외진출
신청시기

페이지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스토어 마케팅 지원
상시

138

• 벤처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재 제품을 지역 내 백화점에 공동 입점을 통한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홍보 지원

5~10월

152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 053-742-1775
17

16

•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 교두보 확보, 해외 협력사업 추진 등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수시

153

상시

166

4~5월 중

167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6-7606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성 교육 및 브랜딩 지원, 현지 기업과의 무역상담회 및 전시회, 산업시찰 지원

페이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투자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IR행사 개최 지원. 투자자 교육 및 네크워킹 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 053-218-4106

신청시기

5~7월

15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內 | 053-741-3226

[창업진흥원] 도전! 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리그 대구지역예선
•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경연 및 우수 아이템 포상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DASH 2층 | 053-759-091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멘토링, 워크샵, 네트워킹 지원 및 IR DAT 참여 기회, 지속적인 후속 지원 등 제공

4~5월

155

2월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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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글로벌 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 053-759-0915

[대구상공회의소] K-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부제 : K-글로벌 e-커머스플랫폼 활용지원사업)
•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닷컴, 아마존닷컴) 입점·운영지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6층 R&D지원팀 | 053-222-3085

R&D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IFA 스타트업 전문관 전시부스 참가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지원

6월

157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 053-759-9653

신청시기

페이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디딤돌)
•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170

4~5월

171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759-8617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융합센터] 뷰티 소재 스타트업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 화장품 천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도모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상동) | 053-770-2308

행사·네트워크
사업소개 (기관명 | 사업명 | 지원내용 | 소재지 | 연락처)

신청시기

행사·네트워크 | R&D

판로·해외진출 | 행사·네트워크

2~3월

페이지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 지역 우수 창업 벤처기업 및 임직원들의 한마당 행사로 한해 우수한 성과를 올린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적절한 격려 및 사기 독려

9~10월

160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 053-742-1775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 선·후배 벤처기업가 정보교류 및 우수기업 포상, 유관기관 협업. 대구형 기업가정신 포럼을 통한 교육·교류 활성화 기회 제공 10~11월 중

16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기업협력관 3층 1호 | 053-721-6910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타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 창업 경진대회, 컨퍼런스, 전시,
네트워킹 진행·지원

6~9월경

162

8~12월 예정

16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 053-655-560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어워즈
• 지역 창업생태계 문화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축제로 지역 스타트업 성과 공유, 우수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유공자 시상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053-759-814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와 연계해 주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역 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상시
(행사 격월 개최)

164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 053-655-560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UTCH
• 대구 지역 만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빌딩 모임, 창업 지식공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 주도적인 창업 문화 확산 지원

165
19

18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베타캠퍼스 | 053-759-8131

상시(매주)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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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창업교육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Par t 01

Par t 01 창업교육
창업교육

창업
교육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영남지회]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사)IT여성기업인협회
그린IT
여성창업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업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그린뉴딜
달성군 청년
중장년육성사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예비창업패키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벤처
리더 양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과정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메이커 인재 양성과정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예비초기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대구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 프로그램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교육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달서구 빛글협동조합] 달서청년
창업성장 점프업컬래버레이션
희망사업 지원사업

(예비·재)
창업자의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제고
제고및
및창업역량
창업역량강화
강화등을
등을위해
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온·오프라인으로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메이커스랩
지니)
[한국예탁결제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지원]
남대구캠퍼스]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21
21

20

그린IT 여성창업 지원사업

(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

kibwadg@kibwadg.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kaaekr252@hotmail.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053-754-7891

대구테크노파크대구벤처센터 13층

02-583-8490

중앙로얄오피스텔 1508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대구·경북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및 예비/기(2년 이내)창업자의 IT분야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 미래자동차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을 발굴하고 대구 국제 자동차엑스포

지원단계

• 미래자동차분야의 창업핵심기반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학생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창업 프로그램 지원
• IT분야 여성기업인과의 멘토링 및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강화

예비 창업, 창업 초기

대구·경북지역 공모

예비 창업
대구·경북지역 여성(예비 및 2년 이내 기창업자)

선정방법

지원대상

대구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청년창업자 /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생 대상

선정시기

지원기간

6월

4개월 (2022년 7월 ~ 2022년 10월)

지원기간
7개월 (2022년 6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6월

인재발굴과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창업교육

창업교육

선정방법

(DIFA)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를 운영하여 이들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함

Par t 01

Par t 01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지원내용
• IT분야 여성 창업 프로그램 운영
- 창업기초 및 실무역량 온/오프라인 교육
- 우수 창업아이템 선정 및 지원(창업자금, 사무공간, 컨설팅 등)
• 제품 홍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 대구·경북 IT여성 창업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지원내용
• 대학생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
- 모집 대상 : 자동차산업 관련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으로 청년 인재 12팀
(팀별 인원 4~5명, 개인신청 불가)
- 모집 분야 : 자동차산업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H/W 및 S/W 분야
• 진행방법
- 사전 멘토링 : 7월 15일(금) ~ 10월 15일(토)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멘토진)
- 멘토링 기간 중 전체 워크샵(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멘토진)
- 창업캠프 진행 : 2022년 10월 29일, 대구EXCO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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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www.bridge.kiu.ac.kr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북로 4길 27,

hyunn22@kmu.ac.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053-668-5324

달성행복일자리나눔터

053-580-6786~7

산학협력관 지하 1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실무중심 창업교육, 교육생 전담 책임 멘토 맞춤형 창업 컨설팅 제공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시장진출형(Maker to Market) 메이커 교육 제공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신산업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시대에 맞는 유망 메이커 창업가 양성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또는 메이커를 희망하는 지역민 및 예비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K MAKERS(메이커 동아리) 가입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대상
예비 청년 및 중장년 창업가(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창업예정 청년 우선 선발)

예비 창업

지원기간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공모 및 면접

지원내용

창업교육

창업교육

선정방법

Par t 01

Par t 01

지원단계

(구글폼이용)

지원내용

선정시기

• 창업 필수교육 기본 및 심화과정, 컨설팅

3 ~ 4월

• 우수교육생 12명에게 창업자금(1인당 6 ~ 700만원) 지원

선정시기

• 메이커 동아리 모집 및 지원

• SNS마케팅 특강, 워크숍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상시

• 시제품 제작 지원

• 창업보육공간지원

• 메이커 및 창업가 정신 체험 교육

• 창업기관 연계지원(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LINC+사업, 메이커스페이스사업 등)

• 메이커 장비 및 회의 공간 지원
• 시제품 제작 멘토링 지원 및 창업 활성화 연계 지원
•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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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벤처 리더 양성사업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 꼼지팹랩럅

청소년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과정

hhkim@dgist.ac.kr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2019kkomji@naver.com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48-1

053-785-5006

053-216-2370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경영자를 위한 DGIST 기술벤처리더과정은 급변하는 기술 및 경영환경에

창업교육

•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디자인 교육

대응이 필요한 기술벤처리더 및 CEO를 대상으로 최신 경영관리기법 및 4차 산업혁명

지원단계

관련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리더십 함양과 역량을 제공

• 전문 디자이너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

지원단계
예비 창업

지원대상
선정방법

기술벤처리더 및 CEO

지원대상
선정방법

대구광역시 소재 19세 ~ 24세 청소년

창업교육

창업교육

전국 공모

-

지원기간
선정시기

•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실행

-

11 ~ 12월경

지원기간
선정시기

Par t 01

Par t 01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개월 (2022년 7월 ~ 2022년 8월)

5 ~ 6월

지원내용

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기술 동향 및 명사 특강 기회 제공
• DGIST 우수연구성과 연계 기회 제공

구분

• 기업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전문교육

내용

1) 디자인 멘토링
- 현업 종사자와 매칭한 디자인 멘토링

• 실제 기업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학습모임 지원

- 업사이클 디자인에 대한 이해 등

• 해외 최신기술 동향 분석을 위한 실리콘밸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크라우드 펀딩 교육
- 크라우드 펀딩 절차 및 팁 안내
- 제작한 상품을 활용한 크라우드 펀딩 실행 실습
시제품 제작

- 디자인한 제품을 샘플 형태로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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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인재 양성과정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콘텐츠코리아랩 운영

2019kkomji@naver.com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48-1

jsh@dip.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053-215-4912

대구콘텐츠센터 9, 10층

053-216-2370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 4차산업 시대 유망 직종인 메이커 관련 직무 소개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콘텐츠 창작 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업·창작 활성화

• 실무 경험을 통한 메이커 미래 인재 발굴 및 양성

판로·해외진출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지원기간

대구광역시 소재 19세 ~ 24세 청소년

지원기간

2022년 3월 ~ 2022년 12월

대구지역 공모

지원내용

3개월 (2022년 4월 ~ 2022년 6월)

2월 ~ 3월 중순

지원내용

창업교육

창업교육

선정방법

-

선정시기

지역예비 창작자 및 3년이내 창업기업

Par t 01

Par t 01

지원단계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대상

• 취업 적령기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제공

예비 창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 꼼지팹랩럅

선정시기

• 1인미디어 양성과정 :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중, 고급 인력양성 및 제작지원

상시(2022년 3월 ~ 11월 운영)

• 웹콘텐츠 제작지원 : 지역 스토리 작가들의 신규 콘텐츠 제작 집중 지원
• 콘텐츠 기획·창작·창업과정 : 콘텐츠 아이디어 구체화 기획서 도출, 창작, 창업 지원

구분

전체활동

내용

1) 공통업무 관련
- 노무, 행정 등 사내 업무 관련 교육

•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3년이내 예비창업자의 창업 지원
• 콘텐츠 고도화 제작지원, 콘텐츠 마케팅 지원 등

2) 메이커스페이스 업무 관련
- 메이커스페이스 견학, 장비 실습 등
개별활동

1) 메이커 관련 프로젝트 계획 및 준비
2) 메이커 관련 프로젝트 실행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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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디딤돌 프로그램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sycripc@naver.com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credityoon@hanmail.net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053-222-3150

5층

053-560-6371

13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기반 창업아이템으로 도출하여 창업까지 연계될 수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지역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행사·네트워크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지원분야 / 대구광역시 소재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지식재산센터

창업 저변 확대와 사업 성공 확률 제고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2, 4, 6, 9, 11월 (연 5회)

창업교육

창업교육

대구지역

Par t 01

Par t 01

예비 창업, 창업초기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IP권리화(특허)지원 (개인부담 20%)

• 온·오픈라인 교육 총 10시간 이수 시 수료증 발급

• 창업에 필요한 시제품 모형 설계 지원(개인부담 20%)

• 온라인 교육 : 5시간/서울신용보증재단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상공인 아카데미에

• 창업 사업 계획 수립/비즈니스 코칭
• 우수한 신규창업 아이템에 대한 해외권리화(PCT), 브랜드·제품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지원

2, 4, 6, 9, 11월

개설된 온라인교육 과정 진행
• 오프라인 교육 : 5시간/세무·노무·법률·정책자금 안내 등
- 교육 수료시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연계로 창업자금 신속히 지원
(정책자금연계)
- 필요시 개별 창업 컨설팅 지원(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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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술창업교육

달서구 빛글협동조합

달서청년 창업성장
점프업 희망사업

twjeon@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yyr0302@korea.kr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39,

053-759-965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667-2662

GEO 5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 창업을 희망 또는 창업 3년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달서구 지역 내 미래신성장 산업에 적합한 청년창업자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경험,

지원단계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원, 대구여성인력개발원 협력사업

실시 및 후속 사업화 지원연계 추진

지역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창업자에게

지원단계

여성으로서 창업희망 또는 3년 이내 기창업자대상 30여명

창업교육

여성으로서 창업희망 또는 3년 이내
기창업자대상으로 30명 선발교육

지원기간

지원대상
선정방법
달서구지역 공모

지원기간
2022년 4 ~ 5월 중

선정시기
4 ~ 5월경

달서구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창업교육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환경 지원
Par t 01

Par t 01

예비 창업, 창업 초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정시기

2년 (2022년 2월 ~ 2023년 12월)

2 ~ 3월중 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술창업, 기업가정신,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사업화 지원(1차년도)

• 교육생 대상으로 10명 내외 선발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 교육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멘토링 및 커뮤니티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홍보마케팅 등 실비 지원(최대 1,400만원)
• 인건비 지원(2차년도)
: 2023년 지원대상 선정 시 추가 신규채용 청년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네트워킹 지원
: 소모임 활동, 힐링데이 행사, 참여청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자간의 네트워킹 지원
• 보육 지원
: 지원정책 정보 제공, 청년창업자 멘토링,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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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메이커스랩 지니)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사업

wnsgk8959@ync.ac.kr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85,

kwon@kopo.ac.kr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로 226,

053-650-9548

지하철 1호선 명덕역 지하 1층

053-610-6647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산학협력처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보유자 등 메이커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아이디어를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위탁판매, 위탁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문셀러 양성교육

행사·네트워크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제작에 필요한 메이커 장비 및 공간, 교육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이 가능한 달성군 거주 여성

예비 창업

메이커 문화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공모 및 면접

3개월 (2022년 8월 ~ 2022년 10월)

일반랩

상시 지원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5월경

• 창업지원 및 사후관리

상시 개방 운영

• 메이커 장비 교육 및 체험활동 제공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070-4142-5003

Par t 01

Par t 01

창업교육

창업교육

• 창업워크숍을 통해 창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 시니어 대상 메이커 문화 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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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ART
01
02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경북대
산학협력단(스타트업지원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활용
창업경진대회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공공데이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지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창업보육센터
글로벌 경쟁력운영지원사업
확보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상공회의소]창업보육센터]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창업보육센터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Par t 02
시설· 공간· 보육
01 창업교육

Par t 02
01 창업교육
시설· 공간· 보육

시설
창업
교육
공간
보육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달서구청]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달서구청]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창업보육센터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드림파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오픈스퀘어-D
운영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대구스케일업허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C-Fab기능강화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053창업카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구축·운영 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북구청]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수성구청]
기업보육센터
운영
[대구테크노파크]
육성촉진지구운영
활성화 사업
[수성구청]
수성구벤처기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테크노파크]
[수성구청]
수성구신기술사업화
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
지원센터 사업
운영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예비·재)
창업자에게
창업 준비제고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강화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일정
공간을 임대 또는
창업교육을
지원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여성회관]
여성창업활동지원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Funding) STAR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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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starfort@knu.ac.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go0360@knu.ac.kr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053-219-3104

대구콘텐츠센터 1~5층

053-950-6199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및 제조창업 저변확대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3년미만) 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기간

지원대상
지원단계

• 예비창업자(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

최소 1년 (12개월) / 최대 5년

12개월 (2022년 1월 ~ 12월)

-

지원내용
선정시기

• 메이커 스쿨·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분야, 단계별)운영

상시

• 제품화 전문제작(시제품) 기술지원

선정시기

지원내용

• 메이커 활동지원 프로그램(커뮤니티) 운영

상시

• 시제품 제작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의회 운영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선정방법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시민 누구나 메이커 활동이 가능하도록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Par t 02

Par t 02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타트업지원센터)

• 산학 협력(R&D 등) 연계 지원
• 투자 및 융자 연계 지원(자금 연계 지원)
• 지식재산권 및 인증 지원
• 마케팅 및 판로 지원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 공간 및 정보제공
• 기타 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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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psy0112@kmu.ac.kr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www.kubic.co.kr

대구광역시시 남구 명덕로 104,

053-620-2466

계명대학교 동서문화관 1층, 5층

053-620-2035

동산관 143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섬유·패션디자인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타 창업지원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역 창업지원 특화 산업과 융복합, 대학 특성과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연동하는 지원체계 구축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대상
지원단계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기창업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기간

대구지역

최소 2년 / 최대 4년

지원기간
선정방법

매년

대구지역 또는 전국

선정시기

지원내용

수시

• 섬유·패션·텍스타일디자인분야의 경제적·체계적 기반이 약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육성
• 초기 창업자에 대한 디자인 기획, 생산, 유통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업분야 전문성 함양
• 보육업체, 졸업업체를 대상으로 상품기획, 제안, 경영 컨설팅 등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및 섬유·패션·텍스타일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
• 섬유·패션 산업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되는 글로벌 시장구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능력 배양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선정방법

Par t 02

Par t 02

지원단계

• 섬유·패션·텍스타일디자인분야 청년창업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내용
선정시기
수시

• 입주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내 교수진을 활용한 기술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운영하는 마케팅, 투자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입주기업 사업화 및 패키지 지원, R&D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계획서 컨설팅
• 대학 내 창업 인프라(기자재, 공간, 전문가) 연계 지원
• 창업지원단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활용한 창업 애로사항 수시 상담 지원 등

• 소규모 스튜디오형 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과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교육 등 보육
지원을 지속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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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hcy0159@kmcu.ac.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pjj0710@keco.or.kr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3-589-7930

계명문화대학교 복지관 3층 7302호 행정실

053-601-6145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워터캠퍼스 3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으로 창업기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물기업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기술기반 스타기업 육성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성공률 제고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대상
물산업분야 (예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

최소 6개월 / 최대 5년

전국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 자체 R&D지원사업 연계

공실 발생 시 상시

• 지원대상

상시

• 지식재산권 및 인증 지원

지원기간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단계

Par t 02

Par t 02

지원대상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시제품 제작 지원

- (예비)창업 입주기업
• 지원기간
- 입주계약 기간 만료까지
• 지원내용
- 창업 정보 제공(지원사업 정보)

•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지원
• 인증(규격), 시험분석 지원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창업보육 공간 및 정보제공
• 기타 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 사업화 지원(시제품, 특허/인증, 홍보물 제작 등)
- 1사1학과(교수 멘토) 멘토링 지원
- 기타 시설 및 장비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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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달서구청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a260422@korea.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128,

yyr0302@korea.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053-667-2543

월곡역사공원 內

053-667-2662

계명문화대학교 복지관 3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한 1인 창조기업 창업보육 강화 및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활성화를 위한 One-Stop(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사업화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제조/지식서비스업 분야의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달서구청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모

최초 입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 간 입주 가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중분류 기준 43개 업종에 속하는 1인 사업체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선정방법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모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사무공간 제공
: 입주, 네트워킹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 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창업교육
: 맞춤형 창업과정을 운영하여 최신 산업 트렌드의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밀착 교육 및 1:1 멘토링 제공
• 보육지원
: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 멘토링, 경영·마케팅, 네트워크 교류회,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지원기간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지원단계

Par t 02

Par t 02

선정방법

지원대상

상시

선정시기
상시

지원내용
• 사무공간 제공 : 보증금, 관리비 전액 무상 지원
• 창업교육 : 사업계획서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 네트워킹 : 워크숍, 합동 사업설명회, 네트워킹데이 등 입주기업 간 정보교류 및
협업 활성화 지원, 외부기관 간 프로젝트 연계 지원
• 사업화 지원 : 마케팅 지원, 브랜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
• 컨설팅 지원 : 내·외부 전문가 활용 멘토링

통하여 창업성장 지원
• 발굴
: (예비)퇴직자 대상 창업교육 및 발굴 설명회를 운영하여 기술·경험·직무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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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드림파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jangju1010@ttc.ac.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ysy2943@daesungpe.com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35(신당동 1893)

053-560-3764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일부), 4층

053-587-7623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시설·공간·보육,

지역의 초기(예비) 우수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함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중소기업의 초기단계에서 중기단계로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형 창업보육센터(POST-BI)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지원대상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등기 일자 기준)

예비 창업, 창업 초기

• 창업 후 7년 미만 유망중소벤처기업

지원단계

지원기간
선정방법

최소 1년 (12개월) / 최대 8년 (96개월)

-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각종 경영활동 지원(마케팅, 특허/인증, 시제품 제작 등)

선정시기

선정시기

• 관련 기관과의 연계 지원·네트워크 형성

상시

공실 발생 시 모집

•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지원

: 경영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상시 맞춤형 상담 지원

: 재무관리, 정부 및 유관기관 정책 자금 지원 등 경영 및 기술지원

• 관련 정보 지원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DASH, BI-NET,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또는 졸업예정기업 우대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2

Par t 02

예비창업자 ~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경영 및 기술지원
: 마케팅 및 홍보, 지식재산권 인증 획득

• 창업교육 : 전문가 특강 등
• 멘토링 : 멘토 상시지원
• 투자유치 지원 : IR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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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 오픈스퀘어-D
운영사업

jyj@dip.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jhj0608@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053-655-6984

대구무역회관 2층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053-655-5613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확산 및 유망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 육성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용 지원을 위해 지역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의 협력으로

멘토링·컨설팅, 판로·해외진출,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 대구 지역 특화 분야인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을 중심으로 영세 기업의 신기술 도입

지원대상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선정방법
지원기간

각 지원사업별 세부내용 홈페이지 사업

12개월 ~ 24개월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입주 및 개발 인프라 지원
- 입주 공간 지원(임대료 및 관리비 무료)
- 개발 인프라 지원(테스트베드, 장비, 회의실, 콘텐츠편집실 등)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시

-

지원내용
선정시기

• 데이터 기반 창업기업 창업공간 제공

상시

• 데이터 관련 지역 전문단체 협력체계 구축으로 세미나, 스터디, 멘토링, 컨설팅 및
IR 지원
• 지역내 커뮤니티, 협회,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니즈파악을 통한 전문가
매칭 지원
• ‘데이터 커넥션데이’, 기업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 멘토링·컨설팅 지원(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AI교육 지원

- 전문교육 운영(서비스 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 교육시간 및 수준/내용 협의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실시 및 AI교육으로

-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간담회, 세미나 등)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서류 및 발표평가 통한 입주기업 선정,

상시

지원단계

-

입주지원 : DIP 홈페이지 공고,

선정시기

지원대상

Par t 02

Par t 02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선정방법

행사·네트워크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창업기업 AI활용 기회 제공

- 각종 정부 지원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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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대구스케일업허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bic@dhc.ac.kr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mskim12@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053-320-1289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성실관, 복지관

053-759-0918

대구스케일업허브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부터 3년미만의 창업기업에게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자금,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보육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사업화, 정책자금, 행사·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및 신사업 발굴 기회 제공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 예비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7년 이내 지역 유망 스타트업 또는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 지역 공모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수시

• [스케일업 육성(성장지원)] 성장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멘토링, 사업화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

최소 6개월 ~ 최대 5년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입주 공간 및 창업 정보 제공
• 사업화 지원(시제품, 특허/인증, 마케팅 등)
• 기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멘토링 및 교육 지원
• 기타 시설 및 장비 활용 지원
• 학내 인프라 구축 헬스케어 연계 지원
• 학내 산학협력 활동 연계지원(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LINC+사업, 라이프케어사업 등)
• 유사업종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 현수막 및 배너 무상 제작 지원 등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Par t 02

Par t 02

선정방법

- 성장역량 강화(경영진단, 특허/상표/PCT 출원 지원),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브랜드 개발, 디자인, 전시회 참가), 멘토링 등 수요 맞춤형 지원
• [스케일업 투자유치 지원] 스케일업에 특화된 성장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실시
- 성장 BM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단계의 투자가 가능한 VC 중심으로 IR
데모데이 실시
• [스케일업 네트워킹] 스타트업 중심의 스케일업 협력체게 구축
- 스케일업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 및 전문가,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 [금융 컨설팅 및 보증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및 컨설팅 지원
- 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을 통해 보증금융 및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증 발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AC,VC 지원] 스타트업 육성 공동 파트너(AC, VC) 지원
-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투자지원 활동 등) 운영자금 지원
• [입주기업 지원]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입주기업 정주여건 지원]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임직원 숙소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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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minsusong@innopolis.or.kr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중리 507),

jylee@dgmt.or.kr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053-592-8362

대구테크비즈센터

070-4299-0652

12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시설·공간·보육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집적공간 운영 및 지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의료관광·의료서비스·의료기반산업 분야 특화 창업지원센터로서,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의료산업 관련 (예비)창업기업 중점 육성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법인),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 벤처투자조합, 기술지주회사, 특수법인 기업

선정방법

지원단계

의료관광 및 기타의료산업분야 (예비)창업기업 /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지원기간
상시

선정시기
상시

지원대상

지원기간
선정방법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전국

지원내용

지원내용
• 입주 공간 지원 및 창업 정보 제공
: 연구개발과 창업을 위한 입주공간, 오픈스페이스, 회의실 및 교육실, 편의시설 및
고유공간을 갖춘 기술사업화 거점(지하 1F ~ 7F)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Par t 02

Par t 02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시기
수시

• 입주공간 지원
- 20평형/10평형/5평형/1평형(예비창업공간) 보유
- 대구역, 지하철 1호선, 대구 중구 중앙로 인접
• 입주기업 사업화(마케팅, 시제품 제작,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입주 자격
- 기업 및 단체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스타트업 기업,
기술사업화 관련 단체
- 기관 : 국가공공기관, 기술공급기관·기술수요기관, 기술금융기관,

• 경영, 기술, 세무, 마케팅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연계 해외 홍보 설명회 지원
•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
• 대구광역시 선도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 네트워크 제공

기술사업화서비스 전문기관, 외투기업 및 해외연구기관
• 임대료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법인), 창업기획자·
기술기획자·투자회사 등 공공법인 등 임대료 및 일반 관리비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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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창업카페

yj.lee@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yj.lee@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341-969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메이커스페이스동 1층

053-341-9694

대구삼성창조캠퍼스 기숙사 F동 1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학생 등 메이커문화에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제작에 필요한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창업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 (예비)창업자, 1인창업자, 투자자, 개발자 등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장비, 작업 공간 및 교육 제공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다양한 당사자들의 교류 및 협업 공간 조성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제조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또는 메이커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에 관심있는 일반인 누구나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메이커 장비 교육 신청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상시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장비 및 공간 대여

상시 개방 운영

• 정보제공 : 접근성 높은 도심지 내에 창업인프라, 정보와 서비스 제공

-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CNC 등 장비 대여
- 프로젝트룸, 회의실, 포토스튜디오 등의 공간 대여
• 기초 장비 교육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Par t 02

Par t 02

메이커스페이스 C-Fab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지원 : 창업 멘토링 운영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 창업 관련 다양한 구성원이
자유롭게 만나 협업,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활용공간 지원
• 문화확산 : 다양한 주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

- 장비 활용을 위한 장비별 기초 정기 교육
- 교육장비 :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재봉틀
• 메이커 체험 교육 프로그램
- 메이커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 교육 운영
- 3D펜 체험, 키링 및 오르골 제작 등
• 메이커 양성 정기교육 및 심화교육
- 양성 정기교육 : 메이커 양성을 목적으로 제품 설계, 제작, 마케팅 등 교육
- 심화교육 : 전문메이커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심화교육
- 시제품 제작 멘토링 지원
• 제조스타트업 발굴·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프로토타입 제작 및 고객검증 교육을 통한 메이커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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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

start_line@ttp.org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길 62,

dbsrud02@korea.kr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4,

053-602-1764

융합R&D센터 1, 2, 3, 13층

053-665-2666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메이커 문화확산 기반의 산업단지 특화 메이커 스페이스(Start Line) 구축을 통한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육성하여 지역 내 창업기업의 롤모델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혁신 성장 및 창업 저변확산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 각 사업 분야의 3년 이내 창업자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Par t 02

지원대상
지원단계

첨단기술 적용 제조관련 전분야 청년 및 7년 이내 창업자 등

선정방법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공개모집

8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선정시기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심사를 거쳐 최대 2년 연장 가능, 총 3년)

선정시기

전국

5월

지원기간

구분

Makers Bible

수시(공실 발생 시)
내용

- 장비사용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안전 및 사용방법 등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선정방법

• 기술집약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Par t 02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구축·운영 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테크노파크

지원내용
• 사무공간 무료제공
• 정부정책 안내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기술 교육 등

- 기초 메이커스 장비교육, 콘텐츠 제작 방법 등
- 오픈소스 하드·소프트웨어 개발 기본 교육
Startup Bible

- 효율적/단계별 투자 유치 실무 및 전략
- 사업기획 및 IR 자료작성 실무
- 마케팅 및 회계, 법률 및 특허실무
- 국내외 투자자 대상 IR프로그램 운영

Together Proiect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협업 제품 개발 지원

엑셀러레이팅

- 프리스타 및 스타기업 연계 기업성장
-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입주 및 보육
- 기술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컨설팅
- 전문인력을 통한 다양한 산업분야 제품 제작 지원
- 보유 장비를 활용한 소규모 초도물량 생산 지원
- 주관기관 추진 사업 연계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메이커문화 확산

- 지역 메이커 종합축제 참가
- 메이커톤 개최(무박2일 아이디어 구현)

온라인 메이커 마켓 운영

-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 내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환경 제공
- 유튜브 등의 제품 판매를 위한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 시간과 공간 제약없는 메이커 활동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메이크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제작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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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육센터 운영

수성구청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tuig@korea.kr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4길 173,

053-784-8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053-666-4335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상가 402동 101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시설·공간·보육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운영의 기반인 사무공간 등을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수성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1인 창조기업 등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1층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수성구청

지원단계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제조·지식서비스 분야 / 단,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대구지역 공모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입주일로부터 2년간

공실 발생 시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기간

4월(상반기), 8월(하반기)

12개월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수성구 공모

선정시기

※ 신청자격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창업자

소기업

Par t 02

Par t 02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입주공간 유상제공(법정 사용료 기준 부과)
• 관리비,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기본료, 정수기 대여료, 인터넷,
보안경비시스템 등 지원

지원내용
• 사무공간 제공 : 보증금, 관리비 전액 무상 지원
• 창업교육 : 세무, 회계, 경영, 마케팅, 지적재산권 등 창업 실무 교육
• 멘토링 : 입주기업 및 회원 대상 관련 전문가 초빙 컨설팅 지원
• 네트워크 : 입주기업 네트워킹, 권역별 네트워킹, 워크숍 등 지원
• 연계지원 : 창업진흥원 관련 창업사업 연계 지원

59

58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053-784-826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yeon5273@sc.ac.kr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만촌동),

1층

053-749-7015

수성대학교 본관 3, 4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저렴한 입주공간 제공으로 창업기업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성공률 제고

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행사·네트워크

지원대상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단계

• 예비창업자(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모집공고

최소 12개월 / 최대 84개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공실 발생 시

• 입주공간 및 창업 정보 제공		

(제조·지식서비스 분야 / 단,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 제외)

대구지역 공모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단계

Par t 02

Par t 02

지원대상

선정방법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수성구청

지원기간
선정시기

12개월 (2022년 3월 ~ 2023년 2월)

1월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시제품, 특허/인증, 홍보물제작 등)		

• 창업활동비 지원 : 기업당 7백만원

• 마케팅 및 판로 지원		

• 사무공간 제공 : 보증금, 관리비 전액 무상 지원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 창업교육 : 세무, 회계, 경영, 마케팅, 지적재산권 등 창업 실무 교육

• 기타 시설 및 장비 활용 지원		

• 멘토링 : 입주기업 및 회원 대상 관련 전문가 초빙 컨설팅 지원

• 창업홈닥터(교수멘토) 멘토링 지원		

• 네트워크 : 입주기업 네트워킹, 권역별 네트워킹, 워크숍 등 지원

• R&D 사업 매칭 지원

• 연계지원 : 창업진흥원 관련 창업사업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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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활동지원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www.daegu.go.kr/woman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길 26,

better88@ync.ac.kr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053-803-7200

여성회관내 1, 4층

053-650-9479

천마스퀘어/산학협력관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여성 예비창업 및 창업 3년 이내 여성 창업자에게 저렴한 작업 공간 제공하여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여성창업활동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다양한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예비창업 및 창업 3년이내 여성 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 지역

1년 (최초 입주일로부터 / 2회 연장 가능)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공실 발생 시/공개모집)

홍보비 및 컨설팅 지원(연 1회)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여성회관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단계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선정방법

1년, 연례반복

전국 공모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Par t 02

Par t 02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시기

• 입주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시제품, 특허·인증, 홍보물 제작 등)

상시

•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및 투자 유치 멘토링
• 기타시설 및 장비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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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unhak0@knu.ac.kr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053-629-6195

1층 기업지원실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멘토링·컨설팅, 판로·해외진출,

이바지 위해 창업보육사업을 수행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행사·네트워크

지원단계

창업 7년 이내 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선정방법

12개월 (2021년 7월 ~ 2022년 6월)

-

시설· 공간· 보육

시설· 공간· 보육

지원기간

Par t 02

Par t 02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시기

• 입주공간 및 창업 정보 제공

상시

• 사업회 지원(시제품, 특허·인증, 기술이전 등)
• 국내외 마케팅
• 기술 및 경영 컨설팅
• 투자유치
• 기타 시설 및 장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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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ART
01
03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Par t 03
멘토링· 컨설팅
01 창업교육

Par t 03
01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창업
교육
컨설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K-ICT창업멘토링센터]
K-ICT
창업멘토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Data 창업사업화지원
멘토링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데이터 창업지원
컨설팅 예비초기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대구상공회의소]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활성화 사업
[대구지식재산센터]
IP나래육성촉진지구
프로그램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대구은행]
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젝트 사업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

(예비·재)
창업자에게
필요한 핵심
설정,강화 등을 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제고수행과제
및 창업역량
온·오프라인으로
문제
진단 및 해결창업교육을
등을 자문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스케일업팁스
및 상장 지원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북구청]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K-Camp
대구’ 3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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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T 창업멘토링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D-Data 창업 멘토링

jyshon@gomentoring.or.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jhj0608@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053-759-6380

F동 멘토링룸

053-655-5613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경영·투자·기술 등의 전문가 전담 멘토링으로 창업과 성장에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창업성공과

지원단계

기업성장을 지원

필요한 후속지원실시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기술창업분야 7년 이내 (예비)창업자 등

지원기간
선정시기

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제품 및 서비스부문)

선정방법
당해 연도 대구광역시

지원기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7월 ~ 11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2022년 하반기(단년도, 연례반복)

• 선배 기업인을 전담 멘토로 지정하여 맞춤형 밀착 멘토링 제공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상시

지원내용
• 멘토링 : 전담, 오픈 멘토링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전국

지원대상

Par t 03

Par t 03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K-ICT창업멘토링센터

• 기술 경영애로 해결, 사업자금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등

• 실전창업교육 : PTS교육(기술창업교육), PSS교육(창업성장교육)
• 투자역량강화 : 벤처투자 역량강화, 글로벌투자 역량강화
• 전담멘티 혁신성장프로그램 : 정부지원사업 멘토링, PMF(Product Marketing
Fit)교육
• 후속지원 : 엔젤투자자 및 VC 등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K-Global 300
연계지원(인증서 발급 2년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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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창업지원 컨설팅

대구상공회의소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

jhj0608@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csb2557@dcci.or.kr

대구광역시 동대구로 457,

053-655-5613

2층

053-222-3086

대구상공회의소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지역 데이터기업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및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정부 및 지자체의 (비)R&D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컨설팅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GIF 행사와 연계)

행사·네트워크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데이터분야 (예비)창업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 소재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및 소공인 등)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1일 컨설팅 행사

대구지역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상시(예산소진 시까지)

• 전문가 맞춤형 1:1 컨설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단계

선정방법

선정시기
2022년 하반기(단년도, 연례반복)

• 지역내 공공기관,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제공 등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

Par t 03

Par t 03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전문 컨설팅사를 통한 1:1 컨설팅 지원 (※기업분담금 없음)
- 희망 (비)R&D 지원사업의 신청조건 검토, 수요맞춤 지원사업 로드맵 제시
- 사업계획서 작성법 코칭, 과제발표 전략제시 등
• 정부지자체 R&D/비R&D 과제 실무교육
구분

내용

정기교육

• 실무교육 실시
- 2022년도 (비)R&D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전략 등

수시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 기관·단체·협회에서 요청하는 (비)R&D과제 커리큘럼 구성

• 과제고도화 지원
- 1:1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으로 심사를 통한 과제고도화 지원(※기업분담금 있음)
구분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R&D/비R&D 지원사업 과제 선정을 높이기 위한 특허 출원 비용 지원

과제발표 영상제작

비대면 기반의 정부(지자체) 과제 참여 프로세스를 반영, 전문 업체를 통한
과제발표 영상 제작 지원

과제발표 PPT디자인

발표평가 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과제발표 자료 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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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나래 프로그램

대구은행

멘토링·컨설팅 지원

hur333@empal.com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jaeyong011@hotmail.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053-222-3145

5층

053-740-2843

대구은행 본점 內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기술·경영 관점의 전략 수립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정책자금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및 기창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매출 성장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 무료 교육을 통하여 성공사례 전달 및

융·복합 컨설팅 지원

지원단계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창업성장분야 / 대구광역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선정방법

선정방법
지원기간

-

지원기간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선정시기
2월(상반기), 6월(하반기)

소상공인 창업 예정자 및 기창업자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대구지역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

지원내용

Par t 03

Par t 03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지식재산센터

-

상시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 관점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지원을 통해 기업의 IP

지원내용

경쟁력 강화 및 생존률 제고
구분
구분

내용

Step 1.

• 지원대상 기업발굴

접수, 발굴

특화서비스
(금융기관 최초)

- 사업 공고

분야

내용

비대면 홍보

소상공인 비대면 홍보지원
(UCC공모전, 홍보영상 제작 및 SNS마케팅 지원)

매출 증대

창업 및 매출증대 기회 제공
(상품개발, 온라인 판매, 프랜차이즈화 지원 등)

금융 지원

소상공인 금융상담 및 대출 연계, 유관기관 연계 등

경영컨설팅

창업, 상권입지분석, 사업타당성, 점포운영, 마케팅 등

교육훈련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 집합 교육, 창업패키지 교육 등

- RIPC지역별 발굴
- 유관기관추천
Step 2.
선정
Step 3.
진단

• 기업선정 위원회 (서류심사)
- 기술 유망성,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시급성 등

일반서비스

• 기업 사전진단/BP 기업방문/니즈조사
- 과업 설계
- 협력기관 선정
- 기업-수행사 매칭

Step 4.
컨설팅

• IP기술/IP경영 전략제시
- IP인프라, 사업화 제시
- 유망기술, 분쟁예방, 강한 특허권 확보 및 포트폴리오 구축

Step 5.
결과보고/사후관리

• 평가/모니터링
- 후속 연계 지원
-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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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스케일업팁스 및
상장 지원사업

hj.kim@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053-759-861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7-3782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스타트업의 각 성장단계 및 니즈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를 가진 멘토단을

멘토링·컨설팅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형 기술개발(R&D) 지원금 확보를 통한 지역 기술집약형 유망

지원단계

• 기업의 IPO(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대로 일자리창출, 우수 인재유치,

선발하여 맞춤형 멘토링 지원

지원단계

창업 성장

지역산업 활성화,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지원대상

대구지역 모집공고

대구광역시 내 본사가 소재한 법인사업자

선정시기

지원기간

4월 ~ 5월경

협약일 ~ 2022년 11월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상시

지원내용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전국

선정방법

Par t 03

Par t 03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기업의 스케일업 달성

• 온·오프라인 상시멘토링 지원 : DASH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창업상담 및
창업기업의 문제발생 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상시 지원
• 심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대구센터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지원
• 오픈 멘토링 데이 개최 : 법무, 노무, 세무 등 전문문야에 대한 기업수요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위한 멘토링 행사 개최

지원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한 정부 매칭 투자 및 R&D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인 [스케일업-팁스] 선정률 제고를 위한 팁스 후보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장을 희망하는 지역 우량기업 발굴 및 상장사 배출을 위한 기업 상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스케일업 프로그램
- 지원대상 :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 또는 확약 받은 기업
- 지원규모 : 5社 내외
- 지원내용 : 컨설팅, 시장조사, 기술이전, 마케팅 등 단일 또는 패키지 맞춤형 지원
• 밸류업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상장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향후 2년 이내 상장계획이 있는 기업
- 지원규모 : 3社 내외
- 지원내용 : IFRS 전환, 내부통제 구축, 상장 컨설팅 등 단일 또는 패키지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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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3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pmc2015@korea.kr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

ckhwang@ksd.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053-665-2662

3층(침산동)

053-751-5560

5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관세·무역, 경영컨설팅, 기술거래, 수출 통·번역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6개월간 비즈니스모델 진단,

판로·해외진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화, 정책자금,

전담 컨설팅, 외부 지원사업 연계, 액셀러레이터 직접 투자, 데모데이 참여 등을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대구, 경북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지원기간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계속 사업)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오픈한 경험이 있거나, 성공했던 기업을 우대

선정방법
대구, 경북지역 업력 7년 미만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관세·무역 : FTA활용, 원산지규정, 관세환급 등 무역 관련 사항

창업기업 중 선발

• 경영컨설팅 : 연구개발 정책자금 사업계획서 작성 상담, 벤처기업 인증 등

선정시기

• 기술거래 : 우수기술 이전·촉진 및 기술 관련 자금상담 등

6월 중 모집 공고 예정

• 수출통·번역 : 영문 비즈니스 서신 번역 및 작성, 무역서류 작성 상담 등

•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2020년 12월)'에 따라,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우대

멘토링· 컨설팅

멘토링· 컨설팅

선정방법

Par t 03

Par t 03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북구청

지원기간
2022년 8월 ~ 2023년 2월

지원내용
• (기업진단) 액셀러레이터의 Tool을 활용하여 시장분석, 비즈니스모델 현황과
문제점 분석, 아이템 검증 및 구체화 수준 등을 진단
• (멘토링) 기업별 전담 멘토가 월 1회 이상 멘토링 지원(외부 전문가 연계 포함)
• (펀딩 연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오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K-Camp 프로그램 수행 기간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오픈을 지원(3개사 이내)
• (IR 지원) 엔젤투자, VC 투자유치에 필요한 IR(Investor Relations) 관련 교육
및 IR 보고서 제작 지원 (K-Camp 자체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유치도 지원)
• (사업화 지원) 각 창업기업이 他 창업기업 지원사업에도 선발될 수 있도록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 (투자유치가 포함된 사업을 위주로 지원)
• (수행사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고유계정을 통한 직접 투자, 지역 투자회사의
투자유치 지원
• (기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액셀러레이터가 1년 간 Scale-Up 및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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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뮤니티와 경제]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제조·서비스 연계 인아웃뷰티 스타트업 성장지원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ART
01
04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의료산업 활성화 의료기업 인허가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역
초기창업패키지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업사이클아트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2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스타트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스마트
의료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청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러닝메이트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쟁력
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2022
제품·기술
향상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대구TIPS프로그램
글로벌 경쟁력 확보운영지원사업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그린뉴딜
프로그램창업기업
운영 지원사업

Par t 04
사업화
01 창업교육

Par t 04
01 창업교육
사업화

사업화
창업
교육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운영
지원사업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대구스타벤처육성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스케일업허브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초기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의료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스케일업 창업기업
프로그램 육성사업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스마트 스타디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C-Lab
액셀러레이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022년 사업화지원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과학기술진흥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도심재생문화재단]
청년 공예 스타트업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활성화
사업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창업성공패키지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예비·재)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모델강화
개선,등을 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제고비즈니스
및 창업역량
온·오프라인으로
마케팅,
투자유치,창업교육을
판로 개척 및지원하고
해외 진출
있습니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2 대구 스타트업창업성공패키지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2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커뮤니티와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STAR Contest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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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커뮤니티와 경제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venture@tvba.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dg_socam@cne.or.kr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053-742-1775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053-431-9822

대구스테이션센터 11층(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국내 인허가 컨설팅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초기 창업 단계의 유망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창업 자금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지역 소재(창업)벤처기업으로 의료기기 및 관련 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사업 참여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사업장 내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기간

선정방법

대구지역 의료기기 및

7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0월) 접수 / 선정 후 컨설팅 및 인허가 지원

공모

지원내용

선정시기

• 시험평가 및 제조품목허가 분야 7社 정도

3월경

8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관련 수혜기업 모집공모

선정시기
4월 ~ 10월경

지원기간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Par t 04

Par t 04

의료산업 활성화
의료기업 인허가 지원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대구경북첨단
벤처기업연합회

지원내용

- 국내 인허가 부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

• 기업 당 연 1,500만원의 사업화자금 및 연 150만원의 기타지원금 지원

- 해외 인허가 부분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 기자재 등 임차료,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용역비 등 지원
• 청년창업기업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 인허가 지원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하여 사전 기초컨설팅 지원
※ 기초컨설팅 : 인증·재인증 절차, 기술문서, 품질시스템 등 기업수요에 따른 자문
• 국내 인허가를 위한 공인시험검사, 제조허가, 기술문서 컨설팅 등 소요비용 지원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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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제조·서비스 연계 인아웃
뷰티 스타트업 성장지원

hw83@knu.ac.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sehong@knu.ac.kr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053-219-4102

대구콘텐츠센터 1 ~ 5층

053-950-7385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002호(산격동)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청년 창업기업 제품화 비용 지원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제조·서비스 연계 인아웃뷰티 스타트업 성장지원

행사·네트워크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 청년 창업기업 제품화를 위한 컨설팅 및 코디네이팅 등 간접지원

지원대상

창업 초기

제조 분야 청년창업자 / 대구광역시 소재 5년 이내 창업자 등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약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지역

선정시기
지원내용

4월 중

• 지원대상
- 1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창업 5년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제조업)
• 지원기간

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인 인아웃뷰티 제조 및 유통업체

지원기간
선정방법

선정시기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자등

2 ~ 4월

20개월 (2022년 5월 ~ 2023년 12월)

지원내용
• 1차년도 : 기술사업화 및 성장 지원
- 창업청년 1인당 성장지원금 최대 1,500만원 지원
- 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분

내용

사업화

• B2B/B2C 맞춤형 마케팅 홍보 지원
- 국내외 유망 플랫폼(아마존, 쿠팡, 네이버쇼핑 등) 입점 지원

-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프로그램별 상이)

-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B2B상담회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제품화 비용(기업당 1,500만원)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사업화

지원단계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스타트업지원센터)

• 안테나숍 및 판매장 구축 및 운영 지원
제품개발

• 소비자트렌드 반영 신제품 개발지원
-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 및 고객 니즈 반영 맞춤형 제품 개발

-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코디네이팅 서비스 제공

- 우수제조시설(HACCP, GMP) 생산시스템 연계 신제품 개발
시설•공간•보육

• 우수 스타트업 경쟁시장 안착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 사무공간 임대료 및 운영경비 지원
- 경북대 내 관련 전공 석박사 매칭을 통한 애로사항 지원

재무 설계

• 창업청년 맞춤형 재무관리 지원
- 자신의 재무 상태 고려 생애단계별 재무 관련 목표 수립
- 맞춤형 소비, 저축, 투자 계획 지원

• 2차년도 : 인건비 지원
- 신규 청년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00만원(기업 부담 20% 포함) 지원
• 기타 지원
-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지역 내 우수 서비스 기업(이미용, 스포츠, 의료 등) 간 네트워킹 지원
83

82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kimjh86@knu.ac.kr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startup@knu.ac.kr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053-950-7657

글로벌플라자 9층 906호

053-950-7657~9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예비)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안정화와 성정을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단계

지원대상

대구지역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단계

9개월 (2022년 6월 ~ 2023년 2월)

선정방법
전국 공모

지원내용
4월경

선정시기

구분

내용

크라우드펀딩

• 사업설명회, 오픈포럼 개최

저변확대
프로젝트 빌딩 지원

- 크라우드펀딩 현황 및 성공사례 공유, 상담 등
•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별 특징 및 준비과정 안내
• 기업별 준비상황 및 아이템에 맞는 맞춤형 교육·멘토링 진행
- 전문교육 : 크라우드펀딩 펀딩 역량 강화
- 스토리 검증 / 프로젝트 계획 수립 : 1:1 멘토링, 전문서비스(내부인력 및

2 ~ 3월경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 필수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검증

창업아이템

• 초기창업기업 창업아이템 제품·기술 시장성 검증 지원

검증지원
지원

•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필요한 전 과정 지원
- 스토리텔링 기획, 홍보영상 및 랜딩페이지 제작 등

초기창업기업
지원

관련 전문가와 연계)
프로젝트 론칭 지원

사업화

사업화

지원기간

대구 지역 공모

선정시기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기간
선정방법

Par t 04

Par t 04

지원대상

- 시장성 검증 테스트, 시장성 개선 컨설팅 등
• 창업기업 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 지재권·인증확보 지원, 마케팅 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선택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명

내용

투자

달구벌 밋업

• 초기창업기업 국내 투자유치

글로벌 밋업

• 초기창업기업 국외 투자유치

• 해외 크라우드펀딩 론칭 자금 지원

- IR교육·컨설팅 및 투자사-창업자간 수시 투자 밋업과 네트워킹 지원

- 해외 크라우드펀딩 론칭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용역비 등 지원

- IR교육·컨설팅 및 투자사-창업자간 수시 투자 밋업과 네트워킹 지원
구분

내용

홍보콘텐츠 제작비

영상, 랜딩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광고비

SNS, DM, 플랫폼 홍보, 지면 언론 광고 등

기타 마케팅비

통합 대행 용역비, 통·번역비 등

지역

원스톱 창업상담

• 초기창업기업 심층 멘토링 제공
- 창업지원 사업·프로그램 안내 등 기본상담과 투자연계·경영 및
기술애로 등 특정분야 상담 등 지원(※필요시 전문가 매칭)

스타트업 페스티벌

• 대경권 초기창업기업과의 창업문화 형성 등
- 스타트업 투자촉진·판로개척·창업역량강화·창업문화확산

K-창업클럽

• 대경권 창업에 관심있는 창업입문자와 경험이 적은 학생들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

• 국·내외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에 필요한 마케팅 지원

창업경진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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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camelia83@naver.com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hyunia@kmu.ac.kr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053-939-6196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109호

053-620-2045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143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 시장진입 등을 위한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혁신적인 기술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사업화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성장

창업 3~7년 도약기 기업

예비 창업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

10개월 (2022년 5월 ~ 2023년 3월)

전국

8개월 (2022년 6월 ~ 2023년 1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전국 2월 ~ 3월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사업공고일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0백만원[최대 7천만원]

• 사업화 자금 : 사업모델(BM) 개선, 아이템 검증·보강 등 “매출증대” 및 “시장 진입·

(2022년 2월 24일 ~ 3월 17일)

•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지원

검증”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협약기간 : 10개월 이내)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그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 SK이노베이션과 협업하여

- 창업교육[역량강화, 심화 2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친환경 분야(저탄소, 배터리, 플라스틱 재활용 등)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
• 특화프로그램 : 도약기 기업의 성과창출 및 성장지원을 위해 경영지원, 멘토링, IR,
네트워킹, 글로벌 진출, 마케팅 판로개척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원

사업화

사업화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Par t 04

Par t 04

창업도약패키지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 자율프로그램
• 생애최초 예비창업자 창업프리스쿨
- 생애최초 예비창업자(팀)를 대상으로 활동자금 멘토링 등 창업준비 지원
•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 대구경북 지방청 및 창업지원 기관 연합 프로그램 운영 및 판로개척 지원
• 예비창업자(탈락자) 재도전 지원
-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탈락자)자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멘토링 지원
• 예비창업기업 커넥트데이
• 계명 창업인위크(창업주간)
• 예비 스타트업 발굴·육성 : 예비창업자 발굴, 교육, 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 디지털 융복합 창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및 유튜브 제작 실습
• 예비 창업기업 투자/유통 쇼케이스 : 투자 및 유통 마케팅 판로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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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yunsj@dgist.ac.kr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333

ywchoi@dgdp.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053-740-0035

053-785-1987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연구개발에서부터 창업단계까지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대경권 창업생태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기업의 디자인 분야별 수요를 반영하여 제품·브랜드·디자인상품 개발과

비슬밸리 I&E ZONE(Innovation&Entrepreneurship Zone) 조성

멘토링·컨설팅, 사업화,R&D,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 기술출자(연구소)기업, 가족기업 및 지역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지원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 중소기업, 디자인전문기업, 창업기업

선정방법 및 선발시기는

지원기간

세부사업별로 상이,

세부사업별로 상이,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dgdp.or.kr) 참고

지원기간

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

(www.dgdp.or.kr) 참고

지원내용

선정시기

• 우수 특허 창출 및 발굴사업

디자인애로사항 해결지원은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

선정시기
상반기 또는 상시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방법
내부 공모

더불어 홍보 및 마케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 지원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산학연협력팀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 기술에 비해 제품력이 약한 기업제품 디자인 출원, 디자인목업 제작 등

- 우수특허 발굴(IP고도화)을 위한 평가·조사 프로세스 개선
- 발명자의 IP역량과 인식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시행
- 지식재산권 창출 및 우수기술 발굴 업무 협의 및 위원회 운영
• 특허동향조사 등 시행
• 기술마케팅 및 기반구축 사업
- 기술분야별 민간파트너 발굴 및 공동마케팅 추진
- 수요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기술마케팅 플랫폼 DGIST T-Market 고도화 추진
• DGIST Meet-Up Project

상시 지원(예산소진시 종료)

지원, 우수 개발 과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브랜드디자인 : 브랜드 및 패키지, 어플리케이션 디자인개발 및 상표출원 지원,
우수 개발 과제에 대한 홍보 제작 지원
• 토털디자인 : 상품성 있는 아이템에 대하여 디자인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제품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개발 등 통합지원, 우수 개발 과제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상품 : 우수한 상품화 아이템을 보유한 디자인전문기업 또는 제조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를 위한 자체 상품화 개발 지원
• 멀티미디어디자인 : 시장출시를 완료한 상품의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 지원
• 디자인애로사항해결 : 소규모 디자인 애로사항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한 DGIST 보유 기술자산의 상용화 수준 고도화 지원
• 출자(연구소)기업/가족회사 지원사업
- 기업 수요기술 파악, 업그레이드 아이템(기술)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도록 기술/
경영 지원
• 산학협력 네트워킹
- 산·학·연 공동 R&D 활성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킹 플랫폼 마련
• 비슬밸리 I&E 정책기획
- 비슬밸리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도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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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junseok@dgdp.or.kr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codori79@kmedihub.re.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053-719-6015

한국업사이클센터

053-790-5020

커뮤니케이션센터 내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사업화,

업사이클 분야 지역 청년창업가의 지속적인 성장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R&D

지역내 의료분야 사업화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연구·전공자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공고화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창업 7년 이내)

대구광역시 소재 업사이클 분야 7년 이내 청년창업자(만 39세 미만)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교수, 대학(원)생 등) 지원을 통해, 의료분야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원단계

* 1명 이상 청년(만 39세 미만) 고용 중인 기업

대구지역

지역내 의료분야 사업화 아이디어 및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연구·전공자

선정방법
대구소재 대학, 기관, 대학 부속병원 등
대상 공모

지원기간
2022년 4월 ~ 2023년 4월

지원기간
1년 (평가 후 후속 지원 1년)

선정시기

선정시기
3 ~ 4월

(만 45세 미만) 중 선정 지원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예비 창업

상반기 (연초 1회)

지원내용

지원내용
• 창업 아이템 및 기술에 대한 구체화 및 제품화를 위한 지원

• 지원목표 : 21개사
• 지원내용 : 비즈니스 운영 자금지원 및 기초역량강화 교육 지원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구분

내용

자금지원

• (1년차) 임차료(공간/장비), 시제품,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연 15백만원 이내)

- 창업 트랙-1년차 :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R&D, 컨설팅·멘토링 지원,
사업화 자금(5천만원) 지원
- 평가 후 후속 지원 : 사업 아이템 고도화 및 R&D, 컨설팅·멘토링 지원,
사업화 자금(1억원 이내) 지원

• (2년차) 추가채용 청년의 인건비 지원(연 24백만원 이내)
기타지원

• 기초 창업역량 강화 교육(5회)

• 지원절차
구분

내용

공고/모집 (3 ~ 4월) 사업공고 및 신청기업 모집
선정/협약 (4월)

신청과제 선정 및 협약, 지원금 지급

기초교육 (5 ~ 6월)

창업역량 강화 기초교육(5회)

결과평가 (23년 2월) 과제추진사항 점검 및 2년차 지원 여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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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022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jhj0608@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syigood5@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053-655-5613

2층

053-215-360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506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공모를 통해 선발된 팀에게 대회 준비 지원, 범정부 대회를 위한 후속지원 등

사업화, R&D, 판로·해외진출

• 사업명 : 2022년 초기기업 SW제품상용화지원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 예비창업자 등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대상

전국 공모

5월 ~ 11월

대구지역 사업개시 7년 미만의 SW기업

대구지역 사업개시 7년 미만의 SW기업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기간

선정시기

• BM(Business Model) 개발 및 구현 지원

2022년 3월 중순 모집예정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2022년 상반기(단년도, 연례반복)

• 경진대회 우수팀 시상 및 범정부 대회 진출 지원

• 사업목표 : 지역 창업초기기업의 SW기술 및 제품 스케일업(Scale-up)과 안정적
사업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 SW산업 활성화

(1차 서류 및 면접, 2차 PT발표)

• 수상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등

사업화

사업화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지원내용
• 상용화 지원
- SW제품 및 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 유도 지원
- 사업개시 7년 미만의 지역 SW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초기기업 5개사 선정 및 지원(34,000천원/기업 당)
• 기업 역량강화
- SW초기기업들이 제품(서비스) 개발 완료 후 상용화 매출 발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교육지원
- 아이디어 사업화, 기술 및 경영전략, 지식재산권 교육 등
- 기업의 자금 확보를 통한 사업안정화를 위한 투자유치전략 교육 진행
-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회계교육 진행
- 기타 사업연계(국내외 전시회 지원, 온디맨드 툴킷 지원, 역량 강화 세미나,
SW품질 인증 지원 및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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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kjhg7500@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tpfus3614@dcci.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053-222-3084

대구상공회의소 6층 R&D지원팀

053-215-4921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 사업명 :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 지원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

R&D, 행사·네트워크

기업 생산성 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

·캐릭터·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에서 청년(만18 ~ 39세)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청년대표 문화콘텐츠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광역시 소재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 지역 공모

협약일로부터 5개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2 ~ 3월

• 지원내용 : 제품혁신 및 기술개발 과제 수행 지원

지원단계

선정방법

• 모집대상 : 신청일 기준 출판·만화·음악·영화(연극)·게임·애니메이션·방송·광고

• 지원규모 : 14개사

지원대상

사업화

사업화

공모

선정시기

Par t 04

Par t 04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청년(만18 ~ 39세)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7년 이내 청년대표 문화콘텐츠기업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기간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 2022년도 지역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 간접비 지원(기업 당 최대 15백만원)

구분

내용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기존 보유 제품의 품질 향상 등

기술개발

신기술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 신규 콘텐츠 기획 지원(기획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 보유 콘텐츠의 품질향상 지원(그래픽 향상, 편수·스테이지 확대)

• 지원금액 : 1,500만원 이내(기업분담금 20% 별도)

- 보유 콘텐츠의 시장진출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비 지원
- 청년 채용기업 1인당 주거비(원룸, 오피스텔 등) 월 40만원 이내 지원
- 고용청년 역량향상(직무교육, 컨퍼런스 참가, 자격증 취득 등) 지원

구분

내용

시보조금

민감부담금

인건비

• 과제개발 참여인력 인건비

15,000천원

20%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시설·장비비(임차료)

이내

(현금 10%,

• 시약·재료 구입비

현물 10%)

• 시작품 및 실제품 제작 경비
위탁개발비

• 시험 성적 비용, 인증 획득 비용 등

연구장비·재료비

• 특허, 디자인 출원 비용
• 최대 150만원까지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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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료관광진흥원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jylee@dgmt.or.kr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www.jung2030.com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070-4299-0652

12층(북성로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053-424-2039

패션주얼리전문타운 2층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 지역 중점 육성 산업인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업자 육성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사업명 : 2030청년창업지원사업(청년 스타트업 러닝메이트 지원사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대구의료관광 특화 스마트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의료관광 산업 인프라 확대 및 강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모집분야 : 문화, 예술, 관광, 한방 등 중구특화산업 및 의료관광 연관산업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의료관광 및 연관산업분야 창업기업 / 청년 1인 이상 고용 7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청년 스타트업 러닝메이트 지원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스마트 의료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대구의료관광진흥원

• 사업목표 : 청년창업기업 15개 지원·육성(신규7명, 성장8명)

지원대상
지원기간

선정방법

대구지역 공모

9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1월)

1차 : 적격심사, 2차 : 서류·발표심사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Par t 04

Par t 04

• 지원대상 : 대구시 거주, 만 39세 이하 사업장 주소가 중구인 (예비)창업자

지원기간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2월 中 공고 예정

• 지원규모 : 총 3개 기업 지원 예정

3월

• 사업화 자금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 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참여자 입주공간 제공 및 무상지원

- 1개 기업 최대 8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 전문가 컨설팅
- 성공 창업을 위한 1:1 전담 컨설팅 지원
• 교육
- 기업가 정신 함양 및 기본 경영 교육 지원
• 추가지원사항

- 초기유형 : 예비 및 3년 이내 초기창업 20백만원 지원
- 성장유형 : 1인 이상을 고용 중인 5년 이내 창업자 15백만원 지원
• 창업교육 : 창업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실무 교육(세무, 경영, 마케팅 등) 운영
• 멘토링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창업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제공
• 기타 프로그램 : 각종 특강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우선 입주 지원
- 투자, 회계, 마케팅 등 추가 교육 지원
- 창업자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선배 창업자 연계 간담회 지원
- IR피칭대회 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사업추진 및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지원사항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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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대구 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lej1825@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juhyun@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359-3669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9653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소셜벤처(사회문제형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통한 창업·창직을 지원하고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TIPS운영사와 지역의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역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R&D, 행사·네트워크

연계하고, 지역기업이 정부 R&D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대구 거주 만 19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및 예비·초기 창업 소셜벤처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광역시 본사·지점·연구소 소재 기술창업 기업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8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 소셜벤처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활성화(청년 스토리 및 소셜벤처 관련

운영사 모집 : ~ 3월

• TIPS 추천기업 발굴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IR개최

기업추천 : ~ 6월

• TIPS 추천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대구지역

선정시기
프로그램별 상이(3월 ~ 7월)

사례 공유)
• 소셜벤처 교육 및 네트워킹 정기적 개최(오픈 아카데미, 포럼, 세미나, 간담회,

IR참가기업 모집 : 2월(1차), 3월(2차)

(최대 20백만원 / 대구 본점·지점·연구소기업 차등 지원)

토크콘서트 등)
• 소셜벤처 사업화 자금을 지원(대구 청년 1명 이상 고용 유지 소셜벤처 15백만원
지원)하고 입주 사무공간 제공 등 후속지원
•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판별기준, 투자 연계, 재원 조성 방안, 데모데이 등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

스타트업N

• 운영사 지역유치
• 지역기반 스타트업 추천
• 운영사 지역유치

스타트업N

기업성장을 위한 공동지원

스타트업N

TIPS 운영사

•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스타트업N

• TIPS 프로그럼 컨설팅, 추천
팁스 프로그램 추천

스타트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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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rodtm@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jeong66@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369-367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59-362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지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유형)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및 성장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소재 에너지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구 지역 외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본점, 지점, 연구소 등을 대구로 이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디지털기술분야(D·N·A, 블록체인, 메타버스,

확약시 지원 가능)

전국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내 공모

7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1월)

선정시기
3월경

지원기간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AR·VR 등) 스타트업 14개社 (청년 1명 이상 고용 必, 본점이 대구시內 소재)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6개월 (2022년 4월 ~ 2022년 9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2 ~ 3월

지원내용

•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특허등록수수료, 마케팅비 등)

• 센터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맞춤형 밀착 멘토링 제공

• 에너지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너지 비즈니스 스케일업 멘토링, 그린뉴딜 세미나 등)

• 사업화자금 지원(기업당 13,000천원)

- 대구센터 전문 멘토단 Pool을 활용한 전문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연계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창업멘토링 지원

- 그린뉴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에너지 스타트업 인사이트 등 단기 세미나 운영

• 디지털 기술 세미나

•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그린뉴딜 투자·보증 네트워킹 데이 등)
- 보증 및 투자관련 협업기관 초청을 통한 지역의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스케일업 지원
• 창업기업 사무공간(혁신센터) 제공 및 Scale-up 프로그램 후속 연계 등

- 디지털 기술 분야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이슈 등 단기 세미나 개최
• 투자·보증·기관 네트워킹 데이
- 보증기관, VC, 지역 디지털 유관기관 관계자 초청을 통한 보증·투자설명회,
개별상담, 지원사업 연계 협의 등 네트워킹
• 공유 사무공간 제공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프로그램 연계
• 2023년 후속지원 : 2022년도 지원기업 중 추가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직접지원(예정)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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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jjy@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msk@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053-341-969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0915

대구스케일업허브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대구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구형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판로·해외진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오픈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자산을 소재로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이내 스타트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 거주 창업 7년 이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10개월 (2022년 4월 ~ 2023년 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4 ~ 5월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오픈을 위한 페이지 제작지원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4월

• 사업화 자금 지원

사업화

사업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Par t 04

Par t 04

2022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프로젝트 마케팅 비용 지원

- 14개사 내외,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사업화 자금 지원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런칭 후속지원

- 시제품제작, 임차료, 마케팅 지원 등의 항목으로 사용 가능

• 크라우드펀딩 세미나 및 전문멘토링 지원(필요시)

• 로컬 네트워크
- 지역 내 선배 로컬크리에이터 초청 세미나
- 대구 지역 자원 발굴 워크숍
- 지역외 로컬크리에이터 컨텐츠 발굴 트립
• 로컬 멘토링
- 선배 로컬크리에이터 분야별 매칭 멘토링
- 선배기업의 노하우를 살린 BM 구축 및 성장지원 멘토링 제공
• 입주공간 제공
- 선정기업 중, 5개사 내외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공간 무상 제공
- 후속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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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벤처육성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케일업허브
운영지원 사업

jihyun505@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mskim12@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053-759-6384

대구삼성창조캠퍼스

053-655-5613

대구스케일업허브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하여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통해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자금,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구 대표 글로벌 창업기업 年 5개사 육성

정책자금, 행사·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및 신사업 발굴 기회 제공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대구 본사의 7년 미만 기술창업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7년 이내 지역 유망 스타트업 또는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9개월 (4월 ~ 12월)

대구 지역 공모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 맞춤형패키지 지원

수시

• 스케일업 육성(성장지원) : 성장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멘토링, 사업화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단계

선정방법

사업화

사업화

DASH를 통한 공모

Par t 04

Par t 04

창업 성장

선정시기
2월(공모), 3월(선정)

- 기업 당 최대 70백만원 지원
- 지원비목 :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기술·경영 컨설팅, 시장조사·바이어발굴, 마케팅·전시회·디자인 등
• 전담 멘토(PM) 매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지원
- 기업의 수요에 따른 전문가 매칭, 상시 컨설팅 지원

- 성장역량 강화(경영진단, 특허/상표/PCT 출원 지원),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브랜드 개발, 디자인, 전시회 참가), 멘토링 등 수요 맞춤형 지원
• 스케일업 투자유치 지원 : 스케일업에 특화된 성장기업 대상 IR 데모데이 실시
- 성장 BM 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단계의 투자가 가능한 VC 중심으로
IR 데모데이 실시
• 스케일업 네트워킹 : 스타트업 중심의 스케일업 협력체계 구축
- 스케일업 비즈니스 트렌드 세미나 및 전문가,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 금융 컨설팅 및 보증 지원 :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 및 컨설팅 지원
- 신용보증기금 전문인력을 통해 보증금융 및 투자 컨설팅을 지원하고, 보증 발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 AC,VC 지원 : 스타트업 육성 공동 파트너(AC,VC) 지원
-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엑셀러레이팅, 투자지원 활동 등) 운영자금 지원
• 입주기업 지원 :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 입주기업 정주여건 지원 :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임직원 숙소 임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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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sky1674@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yunhyun@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359-362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내

053-759-639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단계별 지원으로 유망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창업기업으로 육성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대구광역시 거주 만 18 ~ 3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지원기간

전국 공모

10개월 (2022년 5월 ~ 2023년 2월)

지역 공모

8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2월 말 ~ 3월 초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4월경

지원(최대1억원)
• 특화프로그램

구분

규모/대상

C-Seed 육성

C-seed 육성
선정기업
20개사 내외

• 창업사업화 지원
- 총 20개사, 기업당 12,000천원 지원
• 육성 및 후속 지원
- 사전교육 및 현장점검 : 초기 사업화 역량 강화 C-seed 기수 간
네트워킹을 위한 사전교육 운영,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기업별 에로사항 점검
- 멘토스데이 : 기업수요별 맞춤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역량강화 교육 : C-Academy 운영 연계를 통한 기업 역량 강화
- 후속지원 : 최종성과평가 및 결과에 따른 투자 연계형
후속지원(투자컨설팅, 데모데이 등)

선정기업 中
입주희망
5개사 내외

• 사무공간 제공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창업공간 무상지원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온라인)창업교육 프로그램 C-Academy

C-Academy
우수 참여자

• (온·오프라인)CCEI 펠로우십(Fellowship)프로그램

지역 7년 미만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해외 판로 개척 및 진출 지원
-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판로개척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세계적 청년 창업 네트워크 행사인 핀란드 SLUSH 2022 등
참가 지원
※ C-Seed 육성사업 졸업 및 육성기업 가점 부여
※ 상황에 따라 참여 행사는 변경될 수 있음

- 투자유치지원 : 초기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C-IR,
투자유치 역량 강화 프로그램(스타트업 IR Skill Run-Off) 지원(지역 내
초기창업기업)
- 실전형 창업교육 프로그램(DTS CLUB)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 가능성
제고 및 청년창업 활성화 저변 확대(지역 내 만39세 미만 예비창업자)
- 스타트업 마케팅지원(C-Marketing 2.0) : 마케팅 고도화 및 쇼핑몰 입점 연계
(지역 내 초기창업기업)
- 원스톱상담창구 : 지역 창업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심층
상담 지원(지역 내 초기창업기업)

사업화

사업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교육
프로그램
C-Academy

C-Global
스타트업 챌린지

Par t 04

Par t 04

초기창업패키지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한 창업 단계별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 쌍방향 소통 교육 플랫폼 도입
- 커리큘럼 정비를 통한 교육내용 고도화 및 참가자 만족도 제고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초기 스타트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
- C-Academy 기수 별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화 멘토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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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smkim67@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yghong@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759-8132

대구삼성창조캠퍼스內

053-359-3628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유형)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의료분야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내 의료분야 스타트업 육성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의료분야 창업 7년 이내의 청년이 대표인 스타트업 10개社

예비 창업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청년 1명 이상 고용 必, 사업장이 대구시內 소재)

대구지역 내 공모

선정방법
지원기간

전국 공모

2년 이내(2022년도 1년차 선정기업 중 일부 2년차 인건비 지원)

선정시기
2월 9일(수) ~ 3월 8일(화) 18:00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Par t 04

Par t 04

유형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간
8개월 (2022년 6월 ~ 2023년 1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기업당 13,000천원)
• 멘토링·컨설팅 지원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기술 자문 멘토링·컨설팅 제공 등

2022년 2월 ~ 2022년 3월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세미나 지원 : 정부 정책 동향, 의료분야 주요이슈 및 최신 트렌드 분석

• 창업교육 :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 의료분야 투자·보증 네트워킹데이 운영

• 전담멘토 :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 판로개척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데이 개최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 의료분야 투자유치기회 제공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 투자·보증 컨설팅 운영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지원(선정기업 중 3개社 이내)

예비창업패키지

• 실무경험 기반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연계지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맞춤형 교육

후속지원 연계

창업프리스쿨

- 3개의 테마 강좌를 구성하여 20시간 수강
• 창업·사회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유망 창업인재 발굴 및
초기 창업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 2023년 후속지원 : 2022년도 지원기업 중 추가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예정
대구·경북
스타트업 페스티벌
메이커 교육

• 대구·경북지역 창업지원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원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붐
확산을 위한 행사
• 대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이용하여 메이커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정기네트워킹

•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창업기업 그룹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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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업프로그램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스마트 스타디움’

onyx999@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jeongdh@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759-0917

대구스케일업허브

053-759-862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혁신과제 공동추진을 통한 성과창출하고 분업적 협업을 통한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발판 마련

R&D, 행사·네트워크

지원단계

창업 7년 이내 지역 유망 스타트업 또는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방법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전국

지원기간

사업화

사업화

지원기간

11개월 (2022년 8월 ~ 2023년 6월)

선정시기
스케일업 전문교육

지원내용

선정시기

(12월 ~1월, 2022년 선정완료),

• 스케일업 전문교육 : 성장유망 스타트업들의 유니콘 도약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

2022년 2월 25일 ~ 2022년 3월 25일

스케일업 성장지원 : 6월 예정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지원대상

선정방법
대구지역 공모

혁신성장 도모
• 스마트 스타디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

지원단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확보 지원
- DGIST TVA 과정과 연계하여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스케일업 케이스스터디) 지원
- 교육과정 등록비 지원
• 스케일업 육성(성장지원) : 성장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
멘토링
- 성장역량 강화(경영진단, 특허/상표/PCT 출원 지원),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브랜드 개발, 디자인, 전시회 참가), 멘토링 등 수요 맞춤형 지원

지원내용
• 전문 멘토링 진행
- 과제 출제 구단 관계자를 통해 과제출제 의도 및 데이터(자료) 공개하여 파악하고,
분야별 기술·사업화 전문가(개발자, 투자자 등) 등이 과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멘토링 제공
• Pit- In Camp(피트인 캠프) 운영
-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캠프 개최
- 분야별 창업 성공자와의 대화
- 기업 경영자로서의 마인드셋을 위한 경영수업
• 스타디움 메타버스 페어 개최
- 지원기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스타디움 메타버스 전시회 및 지원기업 후속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오프라인 스타디움 IR 페어 개최
• 과제별 최종 수상기업(3개사 이내)에 대하여 후속지원
- 사업화자금, 기술개발(R&D) 자금 연계(최대 3억원 이내), 기술특례보증 등
후속지원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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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b 액셀러레이팅

twjeon@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ehj7554@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759-9655

대구삼성창조캠퍼스

053-759-8619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여성기술창업교육 교육이수자 대상으로 10명 내외 선발을 통해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경영·재무·인사등 교육과 삼성전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까지 전 주기적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빠른 성장을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돕는 대구센터의 대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초기·성장 기업(7년미만 법인)

선정방법

지원기간

DASH를 통한 공모

6개월 (1월 ~ 6월 / 7월 ~ 12월)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여성기술창업교육 이수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여성기술창업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2022년 7월 ~ 2022년 12월

10명 내외 선정예정

지원내용
선정시기

• 지원대상 : 여성기술창업교육 교육이수자 대상 10명 내외

7월경

• 지원기간 : 2022년 7월 ~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 및 사업화 지원

4 ~ 5월(14기), 10 ~ 11월(15기)

• 사업화자금 2천만원 지원

사업화

사업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Par t 04

Par t 04

여성기술창업교육
사업화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우수기업 C-Fund 기반 투자(최대 5억원)
• 스타트업 전용 무상 사무공간 제공(센터 4층)
• 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멘토링 운영(삼성 담임멘토·전문가 멘토 등)
• 분야별 전문교육 및 기업별 1:1 컨설팅
• 내·외부 투자자 및 기관 관계자 대상 IR 피칭
• 유관기관 및 정부지원과제 우수 스타트업 추천 및 연계
• 미디어, 언론, SNS를 통한 보육기업 홍보

11 3

1 12

2022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cbk@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eunhye@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053-757-4151

10층

053-757-3732

4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대구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의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맞춤형 사업화

사업화

•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성장기반 마련
• 지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대 지원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단계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시제품제작 : 동대구·성서 벤처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선정방법

대구지역

7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2022년 3월

지원기간
선정시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타 지원 : 대구광역시 소재 벤처기업, 7년 미만 창업기업

사업화

사업화

대구지역

선정방법
지원기간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9개월 (2022년 6월 ~ 2023년 2월)

6월 이후

지원내용

- 우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전 분야 패키지 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인증, 국내외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확산,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설계, 국내외 전시회, 통·번역, 마케팅 머티리얼, 브랜드 개발, 디자인,

구분

내용

기술지원

• 시제품제작 및 컨설팅 지원
• 인증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등 지원
-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의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연간 캘린더 형태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분야

마케팅지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추천
• 온라인 마케팅 및 기타 지원

- 대구 5+1 미래신산업 분야(로봇, 물, 미래차, 의료, 에너지 + 스마트시티)
- 전통산업분야(기계부품, 섬유, 안경, 뿌리산업)
• 지원규모 : 10개 내외, 프로젝트당 최대 5천만원 지원

1 15

11 4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hilee00@ttp.org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84,

kimsj@ttp.org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84,

053-795-9746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3층

053-795-7952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3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지원대상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지원단계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재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재창업자 / 보육기업 11개 社 모집

지원단계
지원기간

선정시기
2 ~ 3월

지원기간
선정방법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전국 공모

※ 협약종료 후 후속지원 참여가능

선정시기

지원내용

사업화

사업화

※ 협약종료 후 후속지원 참여가능

전국 공모
(대구지역기업 30% 이상 선정)

* 대구지역기업 30% 이상 선정(지역 제한은 예비·초기창업자에만 해당)

예비 창업, 창업 초기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스포츠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보육기업 20개 社 모집

예비 창업, 창업 초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지원내용
구분

내용

2 ~ 3월경

창업교육

스포츠특화

• 예비초기창업교육, 사업화실전교육과정, IR피칭, 네트워킹 등

창업보육

사업화

• 맞춤형 패키지 지원(BM고도화,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자금지원
진단평가
컨설팅
소비자 반응
조사/펀딩

- 최대 5,400만원(기업당 평균 3,600만원)
• 기업경영 및 기술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문제점 해결
- 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 아이템 시장매력도 조사, 크라우드펀딩社와 연계한 교육, 컨설팅,
랜딩페이지대관, 마케팅, 펀딩수수료 지원 등

IR DECK

• IR 심화실습 및 컨설팅 및 언택트 IR홍보영상 제작 지원

투자유치

• 실적적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망 투자기업과

활동지원

투자운용사 간 네트워킹 지원

구분

내용

창업교육

스포츠특화

• 재도전힐링과정, 사업화실전교육과정, IR피칭, 네트워킹

창업보육

사업화

• 맞춤형 패키지 지원(BM고도화, 시제품제작, 마케팅비 등)

자금지원
진단평가
컨설팅
소비자 반응
조사/펀딩

- 최대 5,250만원(기업당 평균 3,500만원)
• 기업경영 및 기술현황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 및 문제점 해결
- 구조개선, 기업회생, 사업정리
• 아이템 시장매력도 조사, 크라우드펀딩社와 연계한 교육, 컨설팅,
랜딩페이지대관, 마케팅, 펀딩수수료 지원 등

IR DECK

• IR 심화실습 및 컨설팅 및 언택트 IR홍보영상 제작 지원

투자유치

• 실적적 투자유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유망 투자기업과

보증연계지원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확보를 위한 보증연계

활동지원

멘토링 지원

• 기업별 맞춤형 멘토-멘티 매칭을 통한 상시 애로사항 해결

보증연계지원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확보를 위한 보증연계

창업공간제공

• 공유형 오피스(무상제공) 및 보육공간(임대) 제공

멘토링 지원

• 기업별 맞춤형 멘토-멘티 매칭을 통한 상시 애로사항 해결

창업공간제공

• 공유형 오피스(무상제공) 및 보육공간(임대) 제공

※ 주소 :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84,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6층

투자운용사 간 네트워킹 지원

※ 주소 :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1로 184,
대구스포츠산업지원센터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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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6612358@naver.com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hjw@kosmes.or.kr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053-219-4420

패션주얼리센터 4층

053-656-8176

계명대학교 비사관 6층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사업명 :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지원대상 :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초기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모집분야 : 공예·주얼리 분야 청년 창업자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 사업유형 : 창업사업화

• 사업목표 : 청년창업기업 8개 지원·육성

정책자금, 행사·네트워크

• 사업기간 : 2022년 3월 ~ 11월 (공고 1월, 선발 2 ~ 3월, 협약 3월)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주얼리 특구인 7년 이내 기 창업자

• 주요내용 : 정부지원금, 창업인프라, 코칭·교육, 후속연계지원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1차 : 적격심사 / 2차 : 서류, 발표심사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영남권 소재 예비창업 또는 3년 이내 창업초기 청년창업자(만 39세 이하)

선정방법
전국 공모

선정시기

지원기간

2월

12개월

• 사업화자금 지원 : 청년 1인 이상을 고용 중인 7년 이내 청년창업자 15백만원 지원
• 리더십교육 : 스타트업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 실시

지원기간
9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1월)

선정시기
공고 1월, 선발 2 ~ 3월, 협약 3월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 : 사관학교 입교 후 창업신청과제 사업화 수행지원
- 정부지원금 :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0% 이하)
• 창업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공간, 제품개발 장비등 지원

• 컨설팅 : 선정 기업의 업종,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사무공간 : 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공동, 개별) 제공

• 기타 프로그램 : 간담회,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 시제품제작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 패션주얼리센터 첨단 공동 장비실 지원 및 제품 전시장 제공

사업화

사업화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4

Par t 04

지원단계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거주, 청년 직원 1명을 고용중인 만 39세 이하 사업장 주소가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도심재생문화재단

• 코칭 : 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 전담교수제 운영으로 실무 중심의 코칭 체계 운영
• 교육 : 사업화 단계별 집중 교육(학점 이수)
- 필수과정 : 창업과제 사업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판로확보
- 선택과정 :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입교자 주도형 학습체계)
• 후속연계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 정책자금, 마케팅·판로, 기술개발, 글로벌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1 19

1 18

2022 대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사)커뮤니티와경제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ckhwang@ksd.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dg_secenter@cne.or.kr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053-751-5560

5층

070-7862-0916

5층 (대구YMCA청소년회관)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에 펀딩 전문가 초청 교육,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창업 교육, 컨설팅, 사업비 등 지원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준비비용(최대 800만원) 지원

사업화, 자금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대구, 경북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지원대상

대구, 경북지역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선발

선정시기

선정방법

사업화

사업화

• IR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을 우대

2022년 3월 ~ 12월

공모

지원내용

지원기간
2022년 5월 ~ 2023년 11월

선정시기

(프로그램은 2개월 이내, 비용 지원은 2023년 11월까지 유효)

3 ~ 4월경

4 ~ 5월 중 모집 공고 예정

구분

내용

창업 교육

• 기초교육

지원내용
• 전문가 교육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소속 심사역, 크라우드펀딩 전문 에이전시,
IR 보고서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 교육 제공 (참석 결과는 최종심사에 반영)

- 소셜미션·문제정의·비즈니스모델 설계 방식에 대한 강의 및 워크숍
창업 컨설팅

• 심화교육
- 창업과 기업 운영에 필요한(세무/회계, 인사/노무, 법인설립, 마케팅 등에
대한 실무 교육

• IR 발표 : 전문 심사위원을 초청하여, 실제 IR과 같은 방식으로 발표심사를 진행
• 펀딩 준비비용 지원 : 발표심사 우수기업에 대해(5개사 이내) 2023년 11월까지

사업화 자금

• 소셜미션과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크라우드펀딩 전문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증권형

- 시제품 제작, 홍보 및 마케팅, 품질인증, 장비 임차료 등 지원

크라우드펀딩 모집 관련 컨설팅 비용을 최대 8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창업 단계 및 활동 수준에 따라 사업비, 컨설팅 차등 지원

• 기타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한 교육 전용 Track은 별도
운영 (※ 교육 전용 Track은 발표심사가 없으며, 펀딩 준비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Par t 04

Par t 04

지원기간

• 리워드형 혹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경험이 있거나 펀딩 계획이 있는 기업을 우대

선정방법

대구시민 중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희망자

투자 대회

• 스타트업 투자대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후속 지원

• 전년도 사업 참여팀의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자원 연계

1 21

120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AR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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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향상
지원사업 지원사업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남구경쟁력
창업청년
사업패키지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대구)]
기술창업기업보증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보증
[기술보증기금(대구)]
마이스터(Meister)

Par t 05
01 창업교육
정책자금

Par t 05
01 창업교육
정책자금

정책
창업
교육
자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대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우수기술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대구)]
사업화(TECH밸리)
지원 운영
프로그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기술보증기금(대구)]
지식재산(IP)
가치보증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기술보증기금(대구)]
원클릭보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대구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협약보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은행] IP 모아모아 대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은행] DGB Tech-Biz론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은행] 신성장·일자리초기창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테크노파크]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산업
[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첨단융합센터]
청년벤처창업펀드(C-Fund
2.0)예비초기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산업
[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첨단융합센터]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1호 재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대구형 그린뉴딜
펀드 활성화 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사업 2호
대경기술지주 프로젝트
지방기업펀드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수성구 창업센터] 지역청년·기업
위드어스수성 동반성장
프로젝트

(예비·재)
창업자에게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하여
예비·재)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제고보증
및 창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신용보증기금(대구)]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재창업자금

12
1 23
3

12
122
2

남구 창업청년
사업패키지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대구)

기술창업기업보증

hope1953@daum.net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51,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053-615-1953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지역에서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정책자금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자인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지원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광역시 남구 소재 7년 이내 창업자로서 청년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자

선정방법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 사업자

선정방법
지원기간

상시

12개월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2022년 2월

지원내용
• 간접비 지원(인건비 제외)
- 재료비, 임차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창업년수, 창업특성별로 구분하여 우대 지원

선정시기

- 보증비율 : 90%(창업후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

상시

- 보증료 감면 : 맞춤형창업(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정책자금

정책자금

대구 남구 전역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첨단성장연계창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 0.4%p 감면, 7년 이내 0.3%p 감면
* 단, 기금 보증 1억 이내인 경우 1.0% 고정보증료율 적용

- 시제품 제작, 홍보/재무 컨설팅 비용 등 성장지원
• 참여청년들의 애로해소, 일하기 좋은 지역환경구현 등 고용친화적 생태계조성과
관련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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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Melster)
기술창업보증

기술보증기금(대구)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견기업 기술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정책자금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유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지원단계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하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지원가능금액을 보증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 실제 경영자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선정방법

(예비)창업기업 추천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 창업특성별로 구분

선정방법

- 일반창업 :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상시

- 전문가창업 :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로서 예비창업자

- 대·중견기업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선정시기

- 창업기업으로서 실제경영자가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상시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창업특성별로 구분하여 우대 지원

지원내용

- 지원한도(최대) : 일반창업 5억원, 전문가창업 10억원

• 보증비율 : 95% (창업후 1년 이내 100%)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우대 : 보증료 0.7%p 감면(기금 보증 1억원까지 고정보증료 1.0%p 적용)

- 보증료 감면 : 0.7%p

- 투자, 경영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

- 보증지원 1억원 이하 기술평가료 면제

정책자금

정책자금

상시

생산기술 분야) 보유중이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서 우수기술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기술보증기금(대구)

-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병행 지원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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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사업화(TECH밸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대구)

지식재산(IP) 가치보증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연구소 재직·퇴직자가 창업한 우수 기술기업에 보증지원 및

정책자금

지식재산(IP) 가치 기반의 금융지원을 통해 지식재산(IP) 보유자의 원활한 창업·

투자, 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

지원단계

사업화를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창업자 유형에 따라 구분

선정방법

퇴직후 2년 이내로서 5년 이상 근무)

• 지식재산(IP)를 개발완료후, 사업화를 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선정방법
상시

지원내용

- R-TECH밸리 : 연구기관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재직자 또는

선정시기
상시

퇴직후 2년 이내로서 5년 이상 근무)
- M-TECH밸리 : 퇴직후 2년 이내인 자로 대기업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연구직, 기술직)이 창업한 기업

* 지식재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산업저작권 등

선정시기

• 대상자금 : 지식재산(IP)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상시

• 지원금액 : 기술가치평가 결과 산출된 기술가치평가금액

정책자금

정책자금

상시

- U-TECH밸리 : 대학의 이공계 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재직자 또는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기술보증기금(대구)

• 보증비율 : 90%(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95%)
• 보증료 우대 : 0.3%p 감면(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0.5%p 감면)

지원내용
• 보증비율 : 90%(창업후 1년 이내 100%)
• 보증료 우대 : 고정보증료 0.5%p 적용
• 투자, 경영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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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보증

대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639@kibo.or.kr

본점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kyosoo224@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053-251-5671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560-6377

13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빅데이터 기반의 보증상품으로 고객편의 증대 및 업무처리 간소화를 통해 간편하고

정책자금

지원규모(2022년) : 1조 5천억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중견기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기술보증기금(대구)

신속한 보증지원 및 신규 창업기업 발굴

지원단계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기보증 잔액(신보, 재단 포함)이 없는 개인기업
* 대상업종 : 기술기반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등 해당 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상시

* 대상제외 : 공동대표기업, 관계기업 보유기업, 신용도 유의기업

심사 후 지원결정

2022년 1월 ~ 12월 ※ 자금소진 시까지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방법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대상자금 : 운전자금

상시

• 은행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1.3 ~ 2.2%) ※ 기업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금액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하

• 지원기간 : 1년

• 보증비율 : 100%(취급후 3년 초과 95%, 5년 초과시 90% 부분보증 전환)

• 자금용도 :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 보증료 우대 : 0.7% 고정보증료율(청년창업인 경우 0.3% 적용가능)

• 이자지원율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우대 : 중소기업인대회 수상기업, 3030지정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 특별우대 : 고용증진대상수상기업, Hustar프로젝트 참여기업, 마이스터
기술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매출액 10%이상 감소기업)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기업성공지원센터
※ 중앙지점(256-0300), 동지점(982-7500), 죽전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기업성공지원센터(56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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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suhyeon07@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manage@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053-560-6364

13층

053-570-3052

4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사업비(2022년) : 550억원(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250억원)

창업교육, 정책자금

창업실패자 재기자금 보증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재창업 7년 이내 지역 기업인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구상권업체 및 연체정리자 등)

지원기간

선정방법

심사 후 지원결정

2022년 1월 ~ 12월 ※ 자금소진 시까지

심사 후 지원결정

지원기간
2022년 1월 ~ 12월 ※ 자금소진 시까지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상시

• 융자한도 : 업체당 20억원(시설)

상시

• 대출금리 : 일반업체 2.45%(변동금리) * 우대 : 2.15%(변동금리)
- 스타·Pre스타기업, 3030기업, 여성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 특별우대 : 1.95%(변동금리)
- 창업3년 이내 벤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Hustar프로젝트 참여기업,
국내복귀기업 등
• 상환조건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지식산업센터 건설자에 한함),
지식산업, 영상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시설)
※ 특수목적 시설자금 : 40억원, 공장(사업장) 임차비 5억원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방법

Par t 05

Par t 05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융자담보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 보증료 0.8%, 이차보전 1년)
• 지원기간 : 최대5년*
* ① 1년 만기 일시상환(최대5회 연장)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지원업종 : 제조업, 신성장동력,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해당업종
(기업성공지원센터의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는 업종제한 없음)
※ 단 2021년 2월 15일 ~ 2023년 2월 14일 신청자에 대해서는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업종 제한없이 신청가능
• 접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중앙지점(256-0300), 동지점(982-7500), 죽전지점(560-6300),
유통단지지점(601-5255), 범어동지점(744-6500), 월배지점(63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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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협약보증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reg2160@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reg2160@ttg.co.kr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053-570-3052

4층

053-570-3052

4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민간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내 벤처·

정책자금

사업자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예상액 등을 사전안내하고

창업기업에게 보증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지원단계

위한 보증지원 사업

향후 실제 창업시 보증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지원단계
예비 창업

지원대상
선정방법

접수일 현재 대표이사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기업

• 보증신청 상담일 당시 사업자등록 전이며, 향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3개월 이내

선정방법

실질적으로 창업하려는 유망 예비창업자

대구지역

* 유망 예비창업자

-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투자설명회 참여기업

선정시기
상시

-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포럼 워킹그룹 추천기업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이내(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은 매칭투자 신청일 기준,

① 창업교육·컨설팅 이수자 : 보증신청 접수일 기준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후

선정시기
상시

정책자금

정책자금

대구지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창업기업*으로서(추천서를 통해 확인), 신용보증 신청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신용보증재단

1년 이내인 예비창업자
② 지식재산권 사업화 예비 자영업자 :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통상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예비 사업자

리더스포럼 워킹그룹 추천기업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은 추천일 기준)
** 개인신용평점은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함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영자를 기준으로 적용

지원기간
상시운용

지원기간

지원내용

상시운용(한도소진시까지)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45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 90%

지원내용

• 보증료율 : 연 1.0% 이내

• 사업규모 : 25억원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400백만원 이내
• 보증비율 : 동일기업 50백만원 이내 100%, 50백만원 초과 90%
• 보증료율 : 최종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추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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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모아모아 대출

대구은행

DGB Tech-Biz론

mujo1004@dgbfn.com

대구광역시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mujo1004@dgbfn.com

대구광역시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053-740-2326

대구은행 본점 內

053-740-2326

대구은행 본점 內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기술평가서(TCB)를 반영한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 활성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 완화하여 지원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내용

정책자금

선정방법

• 지원종류 : 운전자금

선정방법

-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4년이내 매월 원금분할상환

-

상시

• 평가기관 :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지원내용

지원대상

• 상품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선정시기

당행 신용등급 5등급 이상 또는 6+등급으로 담보비율 70% 이상

정책자금

IP가치 평가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Par t 05

Par t 05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은행

선정시기

- 지원종류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상시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이내, 시설자금 - 15년이내
- 금리우대 :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 확대
- 지원한도 : 동일업체당 50억원 이내
• 기타내용
- 당행신용등급과 기술평가등급을 조합한 기술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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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
리더스펀드

mujo1004@dgbfn.com

대구광역시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jhy912@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740-2326

대구은행 본점 內

053-756-760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창업 7년이내의 지역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참가 후 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매칭 투자

정책자금

지원함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리더스포럼 참가 후 엔젤투자를 받은 대구 소재 창업 후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 인증 기술 보유기업,
청부출연 R&D성공기술 보유기업, 기술평가인증서 보유기업, 연구개발 우수기업

지원내용

선정방법
대구 지역,

지원기간

투자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민간투자와 동일한 배수로 최대 1억원 매칭투자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방법
-

• Post value 70억 이하 스타트업

Par t 05

Par t 05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은행

• 지원종류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선정시기
상시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1년 이내(조건 부합시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
시설자금 : 만기 5년 이내(기간 연장 불가)
• 금리우대 : 영업점장 금리 감면권 확대

• 투자 후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지원

• 지원한도 : 동일업체당 30억원 이내(단, 본부승인 시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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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청년벤처창업펀드
(C-Fund 2.0)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투자운용사 053-341-9222

투자운용사 053-341-9222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지역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초기 사업화 이후 성장단계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으로

정책자금

혁신센터 대표 창업프로그램 C-Lab 전용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지역의

창업초기기업 성장 도모

지원단계

혁신창업기업 지속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 20억원 이하 기업

선정방법

선정시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보육 및 졸업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혁신센터 C-Lab 공모 후 투자운용사

지원기간

• 투자기간 48개월 (2020년 11월 ~ 2024년 11월)

에서 유망 투자기업 선별 투자

• 투자기간 36개월 (2020년 2월 ~ 2023년 2월)

- 조성 후 4년간 지역기업에 120억원 이상 투자

정책자금

정책자금

투자운용사에서 유망 투자기업 발굴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대구테크노파크

- 조성 후 3년간 투자금 전액 혁신센터 C-Lab 참여 기업에 투자

선정시기

상시

지원내용

상시(연 2회)

지원내용

• 펀드규모 : 220억원 (모태 125, 시비 60, 기타 35)

• 펀드규모 : 121.5억원(시비 60, 기타 61.5)

• 운용사 : 인라이트벤처스(유)

• 운용사 : 인라이트벤처스(유)

• 투자대상 : 창업자 중 3년 이내 또는 연간 매출 20억원 이하 기업

• 투자대상 : C-Lab 보육·졸업기업

• 투자진행 프로세스

• 프로세스

- 운용사 : 기업발굴 → 투자심의위원회 → 기업투자 →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지원 등
→ 투자회수
- 대구시 및 대구TP : 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추천·상담

- 혁신센터 : C-Lab 공모
- 운용사 : 유망 C-Lab기업 선발 → 투자심의위원회 → 기업투자 →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지원 등 → 투자회수
- 대구시 및 대구TP : 유망 C-Lab기업 발굴 및 추천

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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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대구형 그린뉴딜 펀드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투자운용사 02-559-2904

투자운용사 053-721-7055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정책자금

지역 그린뉴딜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으로 관련 산업분야의 지역내 유망

지역산업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지원단계

기업 성장·정착 및 대구형 그린뉴딜 활성화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 및 경북 지역 소재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선정방법

영호남 지역 소재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투자운용사에서 유망 투자기업 발굴

• 투자기간 36개월 (2020년 2월 ~ 2023년 2월)

선정시기

- 조성 후 3년간 지역기업(대구·경북)에 30.1억원 이상 투자

상시

지원기간
• 투자기간 48개월 (2021년 1월 ~ 2025년 1월)

선정시기

정책자금

정책자금

투자운용사에서 유망 투자기업 발굴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1호

대구테크노파크

- 조성 후 4년간 지역 소재 그린뉴딜분야 관련 기업에 20억원 이상 투자

상시

지원내용

지원내용

• 펀드규모 : 43억원 (모태 23, 시비 8.75, 기타 11.25)

• 펀드규모 : 190억원 (모태 95, 시비 10, 기타 85)

• 운용사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운용사 : 대성창업투자㈜

• 투자대상 : 대구·경북 지역 소재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투자대상 : 영호남 지역 소재 중소 벤처기업 및 창업초기 기업

• 투자진행 프로세스

• 투자진행 프로세스

- 운용사 : 기업발굴 → 투자심의위원회 → 기업투자 →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지원 등
→ 투자회수
- 대구시 및 대구TP : 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추천·상담

- 운용사 : 기업발굴 → 투자심의위원회 → 기업투자 →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지원 등
→ 투자회수
- 대구시 및 대구TP : 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추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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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창업센터

지역청년·기업 위드어스
수성 동반성장 프로젝트

www.ttp.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tuigi@korea.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대구테크노파크 10층

053-781-9390

1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창업교육, 정책자금

지역청년과 지역육성기업간의 일자리를 연계·지원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2호

대구테크노파크

투자운용사 053-721-7055

지역산업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지원단계

지원단계
지원대상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 및 경북 지역 소재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선정방법

선정시기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선정방법
지원기간

수성구 창업센터

지원기간

• 투자기간 36개월 (2021년 12월 ~ 2025년 12월)

입주기업 중 선정

9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3월

• 청년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정책자금

정책자금

투자운용사에서 유망 투자기업 발굴

지원대상

Par t 05

Par t 05

창업 초기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조성 후 3년간 지역기업(대구·경북)에 28억원 이상 투자

상시

지원내용
• 펀드규모 : 40억원 (모태 24, 시비 7, 기타 9)

• 청년 실무 및 취업 교육, 관련 전문가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원

• 운용사 :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투자대상 : 대구·경북 지역 소재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투자진행 프로세스
- 운용사 : 기업발굴 → 투자심의위원회 → 기업투자 →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 지원 등
→ 투자회수
- 대구시 및 대구TP : 지역 유망 기업 발굴 및 투자 추천·상담

1 45

14 4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kjwon815@kodit.co.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www.kosmes.or.kr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1588-6565

기숙사F동 2층

053-606-8413

EXCO 4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성장 단계별 혁신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교육, 정책자금

• 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 지원내용 :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을 신용·저리 융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신용보증기금
대구스타트업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지원단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창업 후 최대 10년 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지원기간

선정방법

-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자금 신청 요건 및 신청 기업평가를
통해 선발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단,『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선정시기

지원내용

상시

• 스텝업 준비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연구개발 단계기업에 대한 보증

선정시기

지원내용

• 스텝업 도전 보증 : 창업 후 5년 이내 초기사업화, 본격성장 단계기업에 대한 보증

수시

• 시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 퍼스트펭귄 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 연구개발, 초기사업화, 본격성장 단계기업에
대한 보증
• Pre-ICON 보증 : 창업 후 2년 초과 10년 이하 본격적인 도약 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방법

Par t 05

Par t 05

지원단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운전 5년(2년거치, 3년상환), 시설 10년(4년거치, 6년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서 0.3%p 차감
-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별도) : 대·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비대면분야창업자금(별도) : 비대면, 언텍트 분야 산업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창업자금(별도)
* 만 39세 이하의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 운전 6년(3년거치, 3년상환), 시설 10년(4년거치, 6년상환), 금리 2.0%(고정)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일자리창출 및 유지기업, 인재육성기업
* 운전 5년(2년거치, 3년상환), 시설 10년(4년거치, 6년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서 0.3%p 차감
- 일자리창출기업 : 3년연속 일자리 증가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 고용기업 등
- 일자리유지기업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등
- 인재육성기업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3년 이내의 개발기술(특허, 실용신안, 저작권 등) 보유 기업
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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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

www.kosmes.or.kr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053-606-8422

EXCO 4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유형

사업개요

정책자금

• 목적 :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 지원내용 : 경영정상화, 제품생산 등 소요비용, 생산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단계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혹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으로,

자금 신청 요건 및 신청 기업평가를

다음요건(①~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통해 선발

① 업력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정책자금

정책자금

선정방법

Par t 05

Par t 05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선정시기
수시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재창업자 요건>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한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지원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가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 5년(2년거치, 3년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운전 5년(2년거치, 3년상환),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기술혁신형 재창업(별도)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산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등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별도)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복위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 필요한 경우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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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PART
01
06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Par t 06
01 창업교육
판로· 해외진출

Par t 06
01 창업교육
판로· 해외진출

판로
창업
교육
해외진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스토어 마케팅 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글로벌
사업 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원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예비·재)
창업자의기업가정신
투자 생태계를
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제고활성화하기
및 창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수출
판로 및 해외창업교육을
진출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e-커머스플랫폼 활용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K-글로벌K-Camp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부제
: K-글로벌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15
1 511

15
150
0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ASPA

venture@tvba.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bryan.kim@cyberaspa.org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053-742-1775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053-218-4106

ASPA 사무국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창업)벤처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재 제품을 지역 내 백화점에 공동 입점을 통한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 ASPA 회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홍보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역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 플랫폼 구축, 해외 수출 및 판로 확대
• ‘참가 기업 모집 → 시장성 평가 → 바이어 발굴·매칭 → 참가 기업 피드백 → 최종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대구 소재 의료 및 한방 등 소비재 관련 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참가확정’ 단계를 거쳐 참가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매칭 적합성 극대화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기간

선정방법

기업 모집공모

7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0월) 접수 (2회 내외 회차별 모집 계획)

참가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

지원기간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5월 ~ 10월경

• 지원대상

수시

- 대구지역에 소재한 뷰티, 의료기술에 디바이스 등 소비재 산업군
• 지원기간
- 4월 ~ 8월(4개월) / 선정 후 오프라인 공동 스토어 운영
• 지원내용

12개월 (2022년 3월 ~ 2023년 2월)

지원내용
• ASPA 비즈니스 상담회 2022 참가 지원
- 터키 이스탄불(9월), 카자흐스탄 알마티(11월)에서 개최 예정
- 모집분야 : ICT, 자동차부품, 헬스케어, 코스메틱 등

1. 팝업스토어 공간 및 마케팅 지원

- 주요내용 : 1:1 비즈니스 상담회, 참가자 교류회, 초청강연, 산업시찰 등

2. 라이브 커머스 운영

- 지원사항 : 바이어 발굴, 상담통역, 샘플 운송비 등 행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

→ 추후 지역 백화점 정식입점 확대 지원

판로· 해외진출

판로· 해외진출

대구지역 뷰티, 의료기술 융복화한

Par t 06

Par t 06

창업 초기, 창업 성장

글로벌 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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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 참가기업부담 : 왕복항공비, 숙박비, 개인경비
*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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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kovwadg@hanmail.net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

msk@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053-741-3226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기업협력관 3층

053-759-0915

대구스케일업허브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성 교육 및 브랜딩 지원

판로·해외진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행사·네트워크

• 현지 기업과의 무역상담회 및 전시회, 산업시찰 지원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대상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시에 소재하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경북 여성벤처기업 및 여성벤처협회 회원사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지역

8개월 (2022년 4월 ~ 2022년 12월)

선정시기

지원내용

4월 ~ 5월

•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멘토링 지원

선정방법

지원기간

대구·경북지역

행사 기간 중

선정시기

지원내용

5월 ~ 7월 예정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및 브랜딩 특강

•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워크샵(전문교육) 지원

•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 활용에 관한 교육

•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수요기업 매칭 등)

•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교육

•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IR Day 참여기회 제공

•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 및 회복을 위한 CEO 에너지 UP 교육

• 해외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지원(글로벌 Access Point 제공 등, 필요시)

판로· 해외진출

판로· 해외진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Par t 06

Par t 06

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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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 회원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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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K-글로벌 e-커머스플랫폼 활용지원사업
hijeong@dcci.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juhyun@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222-3085

6층 R&D지원팀

053-759-9653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사업화, 판로·해외진출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바바닷컴, 아마존닷컴) 입점·운영지원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중 하나인 IFA(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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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스타트업 전문관(IFA NEXT) 전시부스 참가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지원

지원대상

지원단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지역 제조중소기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2개사 내외

지원기간

선정방법

대구지역

10개월 (2022년 3월 ~ 2022년 12월)

DASH를 통한 공모

지원기간
3개월 (2022년 8월 ~ 2022년 10월) / 전시참가일정 : 9월 2 ~ 6일, 독일 베를린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2월중

• 알리바바닷컴 입점지원사업

6월(공모), 7월(선정)

판로· 해외진출

판로· 해외진출

선정방법

Par t 06

Par t 06

지원단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규기업(600만원 상당), 기등록기업(500만원 상당) * 기업분담금 별도

• IFA NEXT 전시 부스 참가지원(부스 임차비, 전시 부대비용 등)

- 기업분담금 : 기업당 120만원(스토어 운영 대행비 : 12개월 x 10만원)

•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파악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 바이어 연계 등
• 투자자·현지기업 Matchmaking 등 현지 부대행사 운영

구분

내용

입점지원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

스토어세팅 및 운영

기업 스토어 제작 및 리뉴얼, 입점 후 12개월간 운영지원

활용교육

알리바바닷컴 활용전략 컨설팅 및 교육(수혜기업대상)

• 후속 Follow-up 지원 등

• 아마존닷컴 입점지원사업
- 지원금액 : 입점지원비(최대 60만원), 마케팅지원비(최대 150만원) * 기업분담금 별도
- 기업분담금 : 기업당 총 지원금액의 10%
구분

내용

1:1 셀러코칭

1:1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및 아마존닷컴 스토어 입점관련 코칭

전문셀러
평가 후
적기지원

입점지원

아마존닷컴 입점(당해 12월까지)

마케팅지원

키워드광고, 배너 및 이벤트 광고

1 57

1 56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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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Par t 07
01 창업교육
행사· 네트워크

Par t 07
01 창업교육
행사· 네트워크

행사
창업
교육
네트워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어워즈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정부,
민간,
(예비·재)
창업자 간제고
정보및
공유
및 포상강화
등을등을
실시하고
예비·재)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역량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상호간
네트워킹 등을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CLUTCH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투자활성화
지원사업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2022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창업진흥원] 도전!
K-스타트업
혁신창업리그
대구지역예선

15
1 59
9

15
158
8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사)벤처기업협회대구경북지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venture@tvba.or.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kovadg@naver.com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053-742-1775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053-721-6910

기업협력관 3층 1호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행사·네트워크

• 행사 목적 : 지역 우수 창업 벤처기업 및 임직원들의 한마당 행사로 한해 우수한

행사·네트워크

대구경북 벤처기업 네트워킹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지역 벤처기업가 정신 확대,

지원단계

• 접수 방법 :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등

지원단계

창업 초기, 창업 성장

• 접수 일정 : 매년 9월 ~ 10월 경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성과를 올린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적절한 격려 및 사기 독려

계승의 기회 제공,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벤처기업가 재도전 정신함양을 위한
계기 마련 등
Par t 07

Par t 07

지원대상
지원대상

선정방법

대구 및 경북지역 벤처기업으로 한해

대구경북 소재 벤처기업(창업 기업 이상)

협회 및 유관기관 추천, 공모 등

대구경북 소재 벤처/스타트업 기업인

행사· 네트워크

행사· 네트워크

선정방법

지원기간

경영 성과를 올린 기업으로 서류 접수

선정시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지원기간

선정시기

12월 행사 개최

10 ~ 11월중

연중 1 ~ 2회 행사개최

지원내용

9월 ~ 10월

지원내용

• (기업가정신확산) 명사 초청강연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전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대구시장상, 경북도지사상 등 유관기관 기업 시상

• (우수 제품전시) 우수벤처기업 제품, 기술홍보 부스설치

• 총 기업 시상 : 20개사 내외 시상

• (우수기업 시상) 우수기업 발굴·표창수여를 통해 지역기업 격려, 동기부여 등

• 우수 임직원에 대한 포상 15개사 내외
• 우수 창업 벤처기업 제품 및 기술 전시회

구분

내용

벤처기업인의 밤

• 벤처기업 공로자 포상
• 벤처기업 우수제품 홍보

※ ex) 기업 시상 부분

• 지역 기업인-유관기관-지자체 네트워킹 기회마련

구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3 개사

대구시장, 경북도지시상

각 1개

대구경북지방

4 ~ 5 개사

기업가정신포럼

• 벤처기업가정신 모색, 발굴, 확산
• 벤처기업, 유관기관 협업 진행
• 벤처기업 사례발표 및 특강 운영

중소벤처기업청장상
대구고용노동청장상

10 개사 내외

대구지방조달청장상
대구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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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GIF)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스타트업어워즈

yes1@dip.or.kr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kjh9338@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759-814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655-5604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 행사명 : 2022년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GIF 2022)

사업화, 행사·네트워크

• 지역 창업생태계 문화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축제

행사·네트워크

• 개최기간 : 2022년 10월 28일(목) ~ 10월 29일(금)(예정)

• 우수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유공자 시상, 우수스타트업 사업화지원

• 개최장소 : 대구창조경제단지 일원

지원단계

• 주요내용 : 경진대회, 컨퍼런스, 전시, 네트워킹 등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대구광역시 창업 7년 이내 우수창업자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기타 창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

지역 창업관련 기관 추천

선정시기

지원기간

선정시기

4개월 (2022년 10월 ~ 2023년 1월)

8월 ~ 12월 예정

지원내용
• 네트워킹 : 지역 창업생태계 이해관계자 축제

(모집) 6~9월경,
(개최) 10월경

지원기간
3 ~ 4개월 (2022년 8월 ~ 2022년 12월)(예정)

전국(해외 포함)

행사· 네트워크

행사· 네트워크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7

Par t 07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내용

-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창업 경진대회

- 스타트업 정보공유 및 분야별 상담, 지원연계

- 모집대상 : 창업 아이디어 보유자,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 모집분야 : 혁신 창업아이템
- 운영기간 : (신청) 2022년 6 ~ 9월 / (대회) 2022년 10월 중
- 지원규모 : 시상금(총 1억원 내외), 상장(장관상, 시장상 등 50점 내외) 등

• 시상 : 우수스타트업, 창업지원유공자
- 스타트업 4개사, 창업지원유공자 2명(투자자 1명, 창업지원 관계자 1명)
• 사업화 : 우수스타트업 지원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상격별 차등지원

• 컨퍼런스/전시
- 강연, 세미나 등을 통한 최신 트렌드 및 정보공유, 지식 습득 기회 지원
- 전시를 통한 스타트업 비즈니스 및 일반인 관람·체험 기회 지원
• 네트워킹
- 스타트업 네트워킹 밋업, 대회 참가자 네트워킹 파티 등 지원
• 사전 및 후속지원
- 지원대상 : 경진대회 참가자 및 우승팀 등
- 지원기간 : (사전)2022년 7 ~ 8월 / (후속)2022년 11월 ~ 2023년 1월
- 지원내용 : 창업 교육 및 멘토링·컨설팅, 유관 글로벌 행사 참가 등
• 행사 홈페이지
- www.gifesta.kr
* 2022년 5월 중 업데이트 예정
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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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UTCH

jhy912@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leeyunji@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053-655-560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053-759-813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숙사 F동 Beta campus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와 연계해 주는 투자설명회(격월 개최)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 CLUTCH 베타캠퍼스 : 청년 창업 아이디어 공유 공간

행사·네트워크

• 지역 투자자간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 CLUTCH Day : 매주 화요일 저녁,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 빌딩 모임

지원단계

지원대상

지원단계

• CLUTCH Project : 청년이 제안한 창업 프로젝트 지원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전국 단위 창업 후 7년 이내 스타트업

예비 창업, 창업 초기

• CLUTCH League :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CLUTCH Class : 창업 지식을 나누는 강의 플랫폼

지원기간

선정방법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대구·경북 내 공모

행사· 네트워크

행사· 네트워크

선정방법
전국 공모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대구·경북 청년

선정시기

지원내용

선정시기

선정평가 실시 / 상시

• IR자료 코칭

상시(매주)

• 리더스포럼 참가를 통한 투자자 네트워킹

Par t 07

Par t 07

• CLUTCH Speaker : 저명인사 초청 창업 특강

지원기간
상시

• 엔젤투자 유치 후 리더스펀드 신청자격 부여
•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 연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사업화

공간 무상 이용, 모임 퍼실리테이션 지원

CLUTCH Day

청년창업 네트워크 지원
아이디어 빌딩 및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

CLUTCH Project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CLUTCH League

수상 시 상금 및 상장 수여

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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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활성화 지원사업

창업진흥원

도전! 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리그 대구지역예선

jhy912@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mskim12@ccei.kr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053-756-7606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053-759-0918

2층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창업교육, 멘토링·컨설팅,

지역 엔젤,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주체들의 투자활동 지원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창업분위기 확산

행사·네트워크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역 엔젤,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창업지원 기관 등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창업 초기, 창업 성장

지원기간

선정방법

12개월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전국 공모

지원기간
2022년 1월 ~ 2022년 12월

대구 지역, 신청서 검토 후 선정

지원내용

선정시기

선정시기

• 투자설명회 개최 지원

2022.04.01.(금) ~ 2022.05.16(월)

상시

• 엔젤클럽, 투자조합 결성 지원
•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네트워킹 지원

행사· 네트워크

행사· 네트워크

선정방법

지원대상

Par t 07

Par t 07

지원단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내용
• 도전! 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리그(권역별) 대구지역 예선 개최
- 중기부 혁신창업리그 대구지역 예선평가 운영
- 선정평가를 통해 종합예선 진출자 추천
•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센터를 통한 본선진출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운영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를 중심으로 선배 스타트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지원
- 본선평가 시, 일반평가단 외에 벤처투자자가 평가에 참여하여 투자매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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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 스토어 마케팅 지원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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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청년아이디어 구현 플랫폼 운영사업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예비창업패키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프로젝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상공회의소]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K-메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
[대구상공회의소] IP 나래 프로그램 운영

Par t 08
01 창업교육
R&D

Par t 08
01 창업교육
R&D

R&D
창업
교육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2030창업지원사업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운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1년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스타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도전성공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린뉴딜 창업기업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대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공예·주얼리산업의 컬래버레이션 지원사업

(예비·재)
창업자의기업가정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예비·재) 창업자의
제고 및
창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기술
및 연구개발을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K-Camp
대구 액셀러레이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디딤돌) 프로그램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2021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융합센터]
뷰티 소재 스타트업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16
1 69
9

16
168
8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융합센터

뷰티 소재 스타트업
제품경쟁력 강화사업

hj.kim@ccei.kr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hjkim09@ttp.org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상동)

053-759-861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70-2308

유형

사업개요

유형

사업개요

R&D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R&D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2년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비 : 67,500천원(전액 시비)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지원단계
지원대상

• 사업목표 : 화장품 천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도모

창업 성장

• 사업내용 : 기업형 소재화 패키지 지원(1건) / 제품 상용화 패키지 지원(1건)

선정방법

지원대상

대구지역

창업 7년 이하 대구광역시 소재 화장품 및 뷰티관련 창업자

선정시기

지원기간

4월 ~ 5월

7개월 (2022년 5월 ~ 2022년 11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선정방법

20억원 미만이며 창경센터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전국공모

지원기간
선정시기

최대 12개월

2022년 2월 ~ 2022년 3월

R&D

R&D

지원단계

Par t 08

Par t 08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성장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 기업형 소재화 패키지 지원(1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중점지원) 천연자원 소재화 : 원료/재료 구입, 원료 가공, 소재 개발을 위한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외부장비 활용 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

소재 표준화 : MSDS, 한국화장품 원료집 등록, 국제 화장품 원료집(ICD) 등록,
소재 규격시험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택지원) 시제품 제작, 소재 안전성·유효성 검증 지원
• 제품 상용화 패키지 지원(1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20

1.4

12.6

14

134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9.6

1

9.6

10.4

100

구분

연구개발비

- (중점지원) 제품 안전성·유효성 검증지원
- (선택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머티리얼 제작 등
※ 공통지원 : 전문자 자문, 지식재산권(특허 및 상표출원)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 사업기간 1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2억원 지원한 경우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1.4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4백만원)의 10%임

171

1 70

기간별 신청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12~1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한 전문교육, 사업화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성공패키지

1~3월

유망 창업아이템과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등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

053-759-09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053-656-8176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1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남구 창업청년
사업패키지 지원사업

2월

지역에서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을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 마련

K-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월

글로벌 경쟁령 향상을 위한 알리바바닷컴 입점 및
스토어세팅 지원, 아마존닷컴 입점 및 마케팅지원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스타벤처육성지원사업

2월

지역 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발굴·선정하여
맞춤형패키지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 공예 스타트업
활성화 사업

2월

사업화자금 지원, 리더십 교육, 컨설팅·멘토링 및
기타 프로그램, 패션 주얼리센터 첨단 공동 장비실 지원 등
창업관련 프로그램 지원

도심재생문화재단

스마트 의료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

2월중

스마트 의료관광 관련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제공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2~3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추천한 유망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2~3월

(예비)창업 기업 대상 사업화자금(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인건비) 및 창업교육, 멘토링 등 후속지원 연계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

2~3월

자본 및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등)

대구상공회의소

2022 디지털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2~3월

디지털기술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교육·멘토링·네트워킹·입주 등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초기창업패키지

2~3월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예비창업패키지

2~3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수성구청
053-784-8261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615-1953

053-222-3085

053-759-6384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창업지원
신청일정

사업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22

053-219-4420

070-4299-0652

053-759-8617

053-620-2045, 2066

기간별 신청
053-222-3084

상시 신청
창업교육 | 시설·공간·교육 | 멘토링·컨설팅 | 사업화

053-359-3627

정책자금 | 판로·해외진출 | 행사·네트워크

053-359-3621

1 73

17 2

053-759-8132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의료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2~3월

의료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컨설팅, 세미나, 네트워킹데이 등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22년 초기기업 SW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3월 중순

SW제품/서비스 기능개선 및 고도화, 시제품 제작, 마케팅
홍보물 제작 등 제품의 조기 사업화 유도 지원, 기업 역량강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스마트 스타디움’

2~3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혁신과제 공동추진을 통한
성과창출하고 분업적 협업을 통한 혁신성장 도모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달성군 청년 중장년
창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3~4월

창업 필수 교육 및 심화과정, 컨설팅 제공,
우수 교육생에게 창업자금 지원, 특강/네트워킹 진행 및
창업보육공간 제공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

2~3월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3~4월

업사이클 분야 청년창업가에 공간/장비임차 및 제품개발 등
자금 지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달서청년 창업성장
점프업 희망사업

2~3월 중

청년창업자 창업성장 지원 및 신규채용 청년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창업성장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달서구 빛글협동조합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3월경

에너지산업 분야 스타트업 창업지원을 위해 사업화자금, 교육,
멘토링·컨설팅, 세미나, 네트워킹데이 등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메이커 인재 양성과정

2~3월 중순

메이커 산업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상 인사, 노무, 행정 등
기본 소양 교육,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체험 및
메이커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2022 대구 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사업

3~7월

소셜벤처 발굴을 통한 창업·창직을 지원하고 지역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3월

지역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입주공간 제공,
사업화자금 지원, 마케팅 지원, 멘토링 및 기타 프로그램 제공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053-424-2039

지역청년의 창업 후 정착·성장 간접비 지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시제품 제작, 콘텐츠 품질 향상, 멘토링 컨설팅 지원 등 제공

053-215-4921

(사)커뮤니티와 경제
070-7862-0916

초기창업패키지

2~3월경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정을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입주공간, 특화 프로그램 제공

창업도약패키지

2~3월경

창업도약기 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사업모델 개선,
시장진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성장촉진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제공

스포츠산업 재창업지원센터

2~3월경

스포츠산업분야 유망 사업모델 발굴 및
창업지원을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및 보육

053-359-3628

053-759-8621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053-795-9746

053-262-6001~2

053-216-2370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053-950-7655, 7657~9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스타트업

053-939-6196~7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첨단융합센터
053-795-7952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2월, 6월

창업 후 7년이내 중소기업에 대한 IP(지식재산)기술·경영
관점의 전략 수립 지원 및 융복합 컨설팅 지원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TIPS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TIPS IR : 2월, 3월
TIPS 추천 : ~6월

지역내 TIPS 추천기업 발굴 및 TIPS 추천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유망 예비창업자 창업교육

2, 4, 6, 9, 11월

지역 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저변 확대와 사업 성공 확률 제고

대구신용보증재단

IP디딤돌 프로그램

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계획서, 특허 정보 검색 등 교육)을 통한
혁신형 창업 유도

지역청년·기업 위드어스수성
동반성장 프로젝트

3월

지역청년과 지역육성기업간의 일자리를 연계·지원하여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입주기업이 청년인력 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

2022년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사업

3월

우수 기술사업화(R&BD)에 필요한 전 분야 맞춤형 패키지 지원,
대구지역 기업지원기관의 연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등

사회적경제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

3월(예정)

2~4월

IP나래 프로그램

창업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자금 지원, 지원금 및
청년창업기업가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053-950-7385

053-222-3145

053-759-9653

053-560-6371

대구지식재산센터
053-222-3149

수성구 창업센터
053-781-9390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4151

(사)커뮤니티와 경제
053-431-9821

053-668-5324

053-719-6012

053-359-3670

053-359-3669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4월

창업교육-업종 및 사업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2022 청년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지원 사업

4월

대구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구형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4월경

스타트업 대상 아이디어 발굴,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컨설팅·멘토링 및 보육공간 무상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4월경

해외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예비)창업기업의 제품 홍보와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안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4월 중

청년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제품화 비용 및 교육 등 지원, 전문
프로그램 및 컨설팅 제공, 코디네이팅 지원 등

대구 스케일업팁스 및 상장
지원사업

4~5월

기업의 IPO(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및 사업확대로
일자리창출, 우수 인재유치, 지역산업 활성화, 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구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4~5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멘토링, 워크샵, 네트워킹 지원 및 IR DAT 참여 기회,
지속적인 후속 지원 등 제공

뷰티 소재 스타트업
제품 경쟁력 강화사업

4~5월

화장품 천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도모

대구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4~5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오픈지원(페이지제작 및 마케팅지원)

053-341-9693

053-759-6396

경북대학교 창업지원단
053-950-7657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053-219-4102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0915
대구테크노파크
한방뷰티융합센터
053-770-2308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0930

175

1 74

청년을 1인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대상
사업화, 제품개발, 시설공간보육, 재무설계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조·서비스 연계 인아웃뷰티
스타트업 성장지원

3~12월

053-215-3604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신청시기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여성기술창업교육

4~5월중

여성(예비)창업자 대상 기술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시 및
후속 사업화 지원연계 추진, 지역여성유관기관 협력사업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사업

6월 이후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성장기반 마련
지역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인지도 재고 및 매출증대 지원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상 경연 및
우수 아이템 포상

창업진흥원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6~9월경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4~5월중

2022 대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4~5월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모집 교육,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지원,
우수 창업기업 펀딩 비용 지원

C-Lab 액셀러레이팅

4~5월(14기),
10~11월(15기)

삼성전자와 연계하여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
전문가멘토링, 네트워킹 및 투자까지 전주기적 밀착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 견인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4월, 8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에 입주공간,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패키지화된 창업보육 제공

의료산업 활성화 의료기업
인허가 지원사업

4~10월

오픈마켓 전문셀러 양성 사업

5월경

위탁판매, 위탁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전문셀러 양성교육

청소년 업사이클 디자이너
양성과정

5~6월

업사이클 디자인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상 전문 디자이너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실행

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 사업

5~7월

대구소재 의료 기업 대상 국내 인허가 컨설팅 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전문성 교육 및 브랜딩 지원, 현지
기업과의 무역상담회 및 전시회, 산업시찰 지원

벤처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비재 제품을 지역 내 백화점에
공동 입점을 통한 제품 판매 및 마케팅 홍보 지원

053-759-0918

053-751-5560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619

수성구청
053-784-8261
(사)대구경북
첨단벤처기업연합회
053-742-1775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053-610-6647

053-216-2370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8~12월경

지역 창업생태계 문화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축제로 지역
스타트업 성과 공유, 우수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유공자 시상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경북첨단벤처산업대상

9~10월

지역 우수 창업 벤처기업 및 임직원들의 한마당 행사로
한해 우수한 성과를 올린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적절한 격려 및 사기 독려

(사)대구경북
첨단벤처기업연합회

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10~11월 중

기술벤처 리더 양성사업

11~12월경

선·후배 벤처기업가 정보교류 및 우수기업 포상, 유관기관 협업,
대구형 기업가정신 포럼을 통한 교육·교류 활성화 기회 제공
기술벤처리더 및 CEO를 대상으로 경영관리기법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을 제공하여
혁신적인 리더십 함양 지원

053-759-8142

053-742-1775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053-721-691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53-789-5006

상시 신청_창업교육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상시

시장진출형(Maker to Market) 메이커 교육 제공으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신산업 시대에 맞는
유망 메이커 창업가 양성

대구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상시

지역 예비 창작자 및 3년 이내 창업 기업 대상 창작·창업교육,
시제품제작, 멘토링·컨설팅 등 제공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메이커스랩 지니)

상시

예비창업자, 일반인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메이커 교육 및 체험 지원(장비, 공간, 재료)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슬밸리 I&E(Innovation &
Entrepreneurship) 운영

상반기 또는 상시

창업기업의 경영애로와 사업화 애로사항 확인,
즉시 해결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린IT 여성창업 지원사업

6월

대구·경북지역 여성 예비창업자 대상 IT분야
창업프로그램 지원

053-742-1775

053-602-1764

053-785-1987

주관기관(문의처)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53-580-6786~7

053-215-4912

070-4142-5003~4

(사)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053-754-7891

기업진단, 경영 컨설팅, 데모데이 참석 지원,
증권형 펀딩 지원 등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 IFA 스타트업 전문관
전시부스 참가 및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자동차산업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대구스타트업어워즈

053-341-9692

(사)대구경북
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테크노파크

6월

여성기술창업 교육생 대상으로 자금, 멘토링 등 사업화 지원

사업내용

창업자·예비창업자 대상 입주 공간 지원
(독립형, 개방형 오피스 무상 지원)

대학생 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

7월 중

신청시기

5월

6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기술창업 사업화지원

사업명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구축·운영 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053-757-3732

053-741-3226

5~10월

6월

대구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꼼지팹랩

창업(벤처)기업 공동
팝업스토어 마케팅 지원

‘K-Camp 대구’ 3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역 유망 벤처·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성장기반 마련

053-757-3732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도전! K-스타트업 2022
혁신창업리그 대구지역예선

053-759-9655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명

053-751-5560

053-759-9653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상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환경 제공, 멘토링, 메이커 체험 등
혁신적 창작활동인 메이커 운동의 확산을 통한 혁신성장 및
제조창업 저변확대

경북대
산학협력단(스타트업지원센터)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3년미만) 기업을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사업 성공률 제고

053-219-3104
경북대학교
053-950-6199

1 77

176

(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02-583-8490

상시 신청_시설·공간·보육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섬유·패션디자인창업
보육센터 지원

수시

섬유·패션·텍스타일디자인 분야의 경제적·체계적 기반이 약한
예비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지원 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

수시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및 보육실, 교육 등 지원, 지역 창업지원
특화 산업과 융복합, 대학 특성과 연동하는 지원체계 구축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저렴한 금액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보육 공간을 임대,
창업 성공을 위한 기초 교육 및 맞춤형 지원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물산업분야 예비 창업 기업 대상 시제품제작, 마케팅,
시험분석 등 사업화지원,
물기업 창업성공률 제고 및 기술기반 스타기업 육성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053-620-2466

053-620-2035

053-589-7930

숙련된 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One-Stop(발굴-교육-공간지원보육)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상시

(예비)창업자 입주 공간 무상 제공 및 실전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사업화 연계 지원

달서구청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예비·3년 미만) 창업자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
각종 경영활동 지원 및 멘토링, 네트워크 형성 등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 맞춤형
기업지원(마케팅, 사업화, 창업교육, 투자IR, 네트워킹 등)을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확산 및 유망 콘텐츠 발굴 지원
(입주공간, 멘토링,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대구 오픈스퀘어-D 운영사업

상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 활용 지원을 위해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기업 성장 지원(네트워크,
세미나, 교육)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예비·재)창업자에게 창업 준비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수시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하여 전문교육, 자금,
사업화 지원, 기업 맞춤형 입주공간 및 편의공간, 스케일업
전문 프로그램 연계지원

대구테크비즈센터 운영지원

상시

대구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집적공간 운영 및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수시

입주공간 지원,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 등 의료산업
관련 (예비)창업기업 중점 육성

메이커스페이스 C-Fab

상시

메이커 양성 체험 프로그램 및 장비운영 교육 진행, 멘토링
제공 및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CNC 등
장비/회의 공간 대여

053창업카페

상시

예비(초기)창업자 아이디어 고도화 교육, 멘토링 운영,
창업준비 공간 무상활용 및 창업자 네트워크 강화

달서구청
053-667-2662

053-589-7933, 7987

주관기관(문의처)

기업보육센터 운영

공실 발생 시

기업의 경영안정과 창업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운영의
기반인 사무공간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창업 입주공간,
관리비 등 지원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운영

수시
(공실발생시)

사무공간 무료 제공 및 기업경영지원단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선발·육성

북구청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시설·공간 제공 및
전문 보육

수성대학교

여성창업활동지원

상시
(공실 발생시
공개모집)

예비창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자에게 창업 준비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공간을 임대 또는 지원

여성회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상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 위해 창업보육사업을 수행

수성구청
053-666-4335

053-665-2666

053-749-7015

053-803-7200

영남이공대학교
053-650-9479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053-629-6195

053-560-3764

상시 신청_멘토링·컨설팅
대구드림파크
053-587-7623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K-ICT 창업멘토링

상시

성공·실패 경험을 가진 선배 벤처기업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창업가의 기술·경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창업성공과 기업성장을 지원

K-ICT창업멘토링센터
053-759-6380

D-Data 창업 멘토링

하반기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에게 경영·투자·기술 등의
전문가 전담 멘토링 지원

데이터 창업지원 컨설팅

하반기

지역 데이터기업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

053-759-0918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 및 지자체의 (비)R&D 지원사업 공모 컨설팅 및
고도화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과제 참여 기회 확대 지원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멘토링·컨설팅 지원

상시

창업예정자 및 기창업자 중 소상공인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

대구은행

대구혁신센터 전문멘토단

상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경영지원단 운영

상시

관세·무역, 경영 컨설팅, 기술거래, 수출 통·번역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상담 지원

북구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655-698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655-5613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053-320-1289

대구스케일업허브

053-592-8362
대구의료관광진흥원
070-4299-065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41-9691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655-5613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655-5613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086

053-740-2843

053-759-8617

053-665-266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341-9694

17 9

1 78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

사업내용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상시

상시

신청시기

053-667-2543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사업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사업명

사업명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대구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대구스케일업허브
운영지원 사업

신청시기
세부사업별
모집공고기간
상이

상반기

상반기

수시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중소기업 대상 제품 디자인·브랜드·디자인 상품·멀티미디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개발 지원

053-740-0035~6

지역내 의료분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대구경북

연구·전공자 지원을 통해, 의료분야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컨설팅·멘토링 지원

053-790-5020

우수 아이디어 보유자 시상, BM개발,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펀드
협약보증

상시운용

민간엔젤투자 활성화 유도,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내 벤처·창업기업에게 보증지원을 확대

대구신용보증재단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상시운용

사업자등록 이전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예상액 등을 사전안내하고 향후 실제 창업시 보증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 유도

IP 모아모아 대출

상시

IP가치 평가서를 발급 받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제공

DGB Tech-Biz론

상시

기술평가서를 반영한 기술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및 금리 완화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상시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부족한 창업
7년이내의 지역중소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대구은행

대구스타트업리더스펀드

상시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참가 후 엔젤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리더스펀드 매칭 투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POST코로나 창업벤처펀드

상시
(연 2회)

지역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초기 사업화 이후 성장단계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으로 창업초기기업 성장 도모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청년벤처창업펀드
(C-Fund 2.0)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혁신센터 대표 창업프로그램 C-Lab 전용 투자펀드 조성 및
운용으로 지역의 혁신창업기업 지속 지원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인라이트벤처스
053-341-9222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1호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7055

대구형 그린뉴딜 펀드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지역 그린뉴딜 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지원으로 관련
산업분야의 지역내 유망 기업 성장·정착 및 대구형 그린뉴딜 활성화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대성창업투자㈜
02-559-2904

대경기술지주
지방기업펀드 2호

상시
(투자운용사
별도 검토)

대구·경북지역 신산업·고도기술 대학창업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 및 혁신인재 창업기업 육성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1, 3782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053-721-7055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상시

창업 후 최대 10년 이하 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성장 단계별
혁신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4단계 보증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수시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053-655-5613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고속성장을 위한 사업화 지원 및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

053-655-5613

상시 신청_정책자금
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기술보증기금(대구)

상시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상시

신청기술분야 5년 이상 대·중견기업 경력 경영주 창업 또는
스핀오프 창업기업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대구)

상시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하고,
창업 후 사전제시금액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대구)

우수기술 사업화(TECH밸리)
지원 프로그램

상시

우수 전문인력(교수, 연구원)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대구)

지식재산(IP) 가치보증

상시

지신재산(IP)을 개발완료 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기술보증기금(대구)

원클릭보증

상시

개인기업에 대한 간편·신속 보증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상시

기술개발, 제품생산 비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기업 운전자금 대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시설자금)

상시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건설업,지식산업, 영상산업 등
시설자금 융자

창업실패자 재도약 특례보증

상시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구상권업체 및
연체정리자 등 재창업자 보증 지원

기술창업기업보증

마이스터(Meister)
기술창업보증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053-251-5671

053-251-5671

053-251-5671

053-251-5671

053-251-5671

기술보증기금(대구)
053-251-5671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재창업자금

수시

사업전환·구조조정·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053-570-3052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70-3052

대구은행
053-740-2326

대구은행
053-740-2326

053-740-2326

053-756-7606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사업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상시 신청_사업화

신용보증기금(대구)
1588-656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053-606-8422, 8429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64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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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청시기

사업내용

주관기관(문의처)

글로벌 산업기술
교류협력 지원

수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 교두보 확보, 해외
협력사업 추진 등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고자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053-218-4106

상시 신청_행사·네트워크
신청시기

사업내용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상시
(행사 격월 개최)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와 연계해 주는
투자설명회를 통해 지역 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 지원

CLUTCH

상시

대구 지역 만 34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빌딩 모임,
창업 지식공유,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청년 주도적인 창업
문화 확산 지원

지역투자활성화 지원사업

상시

지역 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
IR행사 개최 지원, 투자자 교육 및 네크워킹 지원

주관기관(문의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655-5604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813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6-7606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202 2 창업지원신청일정

사업명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상시 신청_판로·해외진출

183

182

지원기관
협회 및 단체
온라인 중소기업 및 활용시스템
유관기관

연락처

기술보증기금(보증지원)

www.kibo.or.kr

1544-112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도안성장지원)

www.win-win.or.kr

02-368-84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수출지원)

www.kotra.or.kr

1600-7119

대한민국 정부

www.gov.kr

1588-2188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법률지원)

www.klac.or.kr

054-810-0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 )

www.semas.or.kr

1357

신용보증기금(보증 지원)

www.kodit.or.kr

1588-6565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 지원)

www.koreg.or.kr

1588-7365

신용회복위원회(재도전 지원)

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D 및 정보화 지원)

www.tipa.or.kr

042-388-0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등)

www.kosmes.or.kr

1357

중소기업 유통센터(판로 지원)

www.sbdc.or.kr

02-6678-9000

창업진흥원(창업 지원)

www.kiesd.or.kr

1357

한국기상산업기술원

www.kmiti.or.kr

02-736-7365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보증 지원)

www.ksure.or.kr

1588-3884

한국벤처투자(벤처투자 지원)

www.k-vic.co.kr

02-2156-20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D 지원)

www.keit.re.kr

1544-6633

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070-8895-7000

한국산업인력공단(인력 지원)

www.hrdkorea.or.kr

1644-8000

한국자산관리공사(재도전 지원)

www.kambo.or.kr

1588-3570

한국특허정보원

www.kipi.or.kr

02-6915-1400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

www.sanhak.kopo.ac.kr

032-650-6678

행정안전부

www.mois.go.kr

110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대구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02-6050-3114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02-6331-7008

이노비즈협회

www.innobiz.or.kr

031-628-9600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ww.k-sca.or.kr

042-867-5506

협회 및 단체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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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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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www.sbiz.or.kr

02-2124-3114

워크넷(고용부)

www.work.go.kr

-

한국경영기술지도자회

www.kmtca.or.kr

02-569-8121~3

이노비즈넷

www.innobiz.net

1544-1120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www.mainbiz.co.kr

02-2230-2143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www.ultari.go.kr

02-368-8484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1566-511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www.smtech.go.kr

1600-7119

한국벤처캐피탈협회

www.kvcaor.kr

02-2156-2100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1588-218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

02-3460-9114

중소기업 유통 포털(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

054-810-0132

한국엔젤투자협회

www.home.kvan.or.kr

02-3440-7400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총합관리시스템

www.sanhakin.mss.go.kr

1357

한국여성경제인협회

www.womanbiz.wbiz.or.kr

02-369-0900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www.smbacon.go.kr

1588-6565

한국여성벤처협회

www.kovwa.or.kr

02-3440-7460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www.sme-expo.go.kr

1588-7365

한국장애경제인협회

www.kdea.or.kr

02-6339-6711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www.kmcca.net

042-256-1070

한국창업보육협회

www.kobia.or.kr

042-346-9600

(사)IT여성기업인협회

www.kibwa.org

02-6956-9952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www.dip.or.kr

053-655-5600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www.knutp.org

053-950-6195, 6199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www.kiaki.or.kr

053-670-7800

온라인 중소기업 및 활용시스템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EXCO

www.exco.co.kr

053-601-5000

DASH(대구창업허브)

https://startup.daegu.go.kr/

053-759-8142

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www.kibwadg.org

053-754-7891

KIST과제관리시스템

www.k-pass.kr

-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www.smcenter.kr

053-655-6984

K-start up

www.k-startup.go.kr

-

경북대학교

www.knu.ac.kr

053-950-5114

FTA종합지원센터

www.okfta.kita.net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부·창업교육센터

www.iac.knu.ac.kr/iachome

053-950-2204

Yes! FTA(관세청FTA포털)

www.xustoms.go.kr/
ftaporgtalkor/main.do

-

계명대학교

www.kmu.ac.kr

053-580-5114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www.sh.kmu.ac.kr

053-580-6743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www.kubic.co.kr

053-620-2035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

-

계명문화대학교

www.kmcu.ac.kr

053-589-7744

메이크인대구(메이커스페이스 통합플랫폼)

www.makedaegu.or.kr

-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www.sh.kmcu.ac.kr

053-589-7935

벤처전문취업포털

www.v-job.or.kr

-

다이텍 연구원

www.dyetec.or.kr

053-350-3700

벤처확인·공시시스템

www.venturein.or.kr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www.dgbwcenter.or.kr

053-285-1331

산업기술 R&B 정보포털

www.itech.keit.re.kr

-

달서구청

www.dalseo.daegu.kr

053-667-2000

상정보비스템

www.sg.sbiz.or.kr

-

대경ICT산업협회

www.dgict.org

053-621-393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www.8899.or.kr

-

대경권KOTRA지원단

www.kotra.or.kr

1600-7119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www.edu.semas.or.kr

-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

www.dgus.or.kr

053-656-8906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www.dgist.ac.kr

053-785-0114

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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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대구경북디자인센터

www.dgdc.or.kr

053-740-0077

영남이공대학교 산학협력단

www.iacf.ync.ac.kr

053-650-9565

대구경북연구원

www.dgi.re.kr

053-770-5000

영남이공대학교 창업지원단

www.changup.ync.ac.kr

053-650-9473~9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s.go.kr/site/daegu/
main.do

053-626-2601

영진전문대학교

www.yju.ac.kr

053-940-5114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www.tvba.or.kr

053-742-1775

영진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www.iacf.yjc.ac.kr

053-940-5114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www.dgmif.re.kr

053-790-5114

지역지식재산센터

www.ripc.org

1661-1900

대구경제플러스

www.dgeplus.or.kr

053-222-3085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www.ibusiness.or.kr

053-626-6195

대구공업대학교

www.ttc.ac.kr

053-527-0501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크리에이티브 팩토리)

www.imaker.or.kr

053-219-4000

대구공업대학교 산학협력단

www.ttc.ac.kr

053-560-4008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053-210-9600

대구과학대학교

www.lincp.tsu.ac.kr

053-320-1114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053-751-5560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www.iacf.tsu.ac.kr

053-320-1114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053-230-1114

대구광역시

www.daegu.go.kr

053-120

대구광역시 중구청

www.jung daegu.kr

053-661-2000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www.dgyouth.kr

053-427-1939

대구보건대학교

www.dhc.ac.kr

053-320-1300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www.dhccf.ac.kr

053-320-1251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www.dhcbic.ac.kr

053-320-1399, 1289

대구상공회의소

www.dcci.or.kr

053-222-3000

대구신용보증재단

www.ttg.co.kr

053-560-6300

대구여성회관

www.daegu.go.kr/woman

053-120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www.innopolis.or.kr

053-592-8350

대구은행(본점)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대구의료관광진흥원

www.medicitydaegu.com

053-253-157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www.cci.creativekorea.or.ke /
daegu

053-759-6380

대구콘텐츠코리아랩

www.dgckl.kr

053-215-4900

대구테크노파크

www.ttp.org

053-757-4114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053-757-4145

대성창업투자 대구드림파크

www.daesungpe.com

053-02-559-2900

수성구청

www.suseong.kr

053-666-2000

수성대학교

www.sc.ac.kr

053-749-7000

수성대학교 산학협력단

www.sanhak.sc.ac.kr

053-749-7000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www.bi.sc.ac.kr

053-749-7000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www.cyberaspa.org

053-218-4103

영남이공대학교

www.ync.ac.kr

053-65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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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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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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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및 기업
기업지원기관
입주공간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02

계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03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0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05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흥로 20

06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205

07

대구광역시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 1가 69-1

08

대구드림파크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235

09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

10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신천동

11

수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

12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창업지원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14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15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16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로 128

17

계명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 창업보육센터창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18

계명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19

계명문화대학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계명문화대학교

20

계명 메이커 러닝센터(일반랩)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신당동)

21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22

K-ICT 창업멘토링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 F동

23

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7길 47

2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술창업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25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26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27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28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 1길 26

29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1 91

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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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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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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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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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64

도심재생문화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 1

3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65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26,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32

대구콘텐츠코리아랩

(1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33

대구테크비즈센터(연구개발특구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34

대구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35

북구창업지원오피스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4

36

수성구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37

수성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64

38

수성기업보육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34길 173

3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청년창업사관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계명대학교 비사관 6층

40

한국업사이클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한국업사이클센터

41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경북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2길 107

42

나누미넷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43

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6

4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이노비즈타워

45

달서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675

46

아이앤지캠퍼스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99

47

(사)IT여성기업인협회 영남지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48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49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176, 패션주얼리전문타운

50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11층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51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2층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52

대구글로벌게임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9, 12층 대구글로벌게임센터

53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76

54

SW융합기술지원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70, SW융합기술지원센터

55

SW융합테크비즈센터(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 1로 160, SW융합테크비즈센터

56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76

57

(사)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ASPA)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84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41, 5층

58

(사)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85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59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테크노빌딩 1층 109호

86

DYETEC 연구원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 연구원

60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1002호

87

대구경북 KOTRA 지원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61

경일대학교 창업지원단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88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KT봉덕빌딩 5,6,7,10,11층

62

빛글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39, GEO 건물 5층

8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88, 커뮤니케이션센터

63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34길, 48-1 꼼지락발전소

90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2길 25(월암동)

창업지원기관
66

(주)빅워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19(삼덕동)

67

(주)에스에이지코리아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38길 56, 대구삼성창조캠퍼스 內

68

기술보증기금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69

대구은행(1본점)연구개발특구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70

대구은행(2본점)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71

대구은행(혁신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70

72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73

비스마트(주)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702호

74

신용보증기금 대구스타트업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 F동

75

신용보증기금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76

인라이트벤처스(유)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77

예원파트너스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78

엘케이경영연구원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29

79

(주)드림랩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중앙대로 333,
406-비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산학협력관)

80

송현인베스트먼트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81

JCH 인베스트먼트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신천동

82

신한 스퀘어브릿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 신천동

83

와이앤아처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창업지원기관

1 93

1 92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신천동)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대구상공회의소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30

대구테크비즈센터(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공원로 16, 대구테크비즈센터 3층

9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57, 대구상공회의소 5층

9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94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KB손해보험빌딩 5층

9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96

(사)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1, 대구지식서비스센터 2층 內

97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감영길 28

98

대구창업캠퍼스(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11, 대구창업캠퍼스

99

(사)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첨단로 122-11 (월암동)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91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대구광역시 창업지원 MAP

19 4

1 95

기관명

64좌석
공용사무공간

최대 36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28개
기업 당 38.7m2

최소 1년(12개월) / 최대 5년

· 보증금 : 45,454원/m2
· 임대료 : 실비/전기료
· 관리비 : 5,934원/m2(VAT별도)

12개 (22~28m2 5실 / 32~37m2
4실 / 40~45m2 2실 / 55m2 1실)

최소 24개월 / 최대 48개월

· 보증금 : 100,000원 x 평수
· 임대료 : 10,000원 x 평수
· 관리비 : 없음, 개별납부

47개
개별 사무공간

최소 12개월 / 최대 96개월

· 보증금 : 100,000원/3.3m2
· 임대료 : 18,000원/3.3m2
· 관리비 : 없음

10개
기업(팀)당 33.4m2, 76.9m2 정도

최소 1개월 / 최대 3개월

· 보증금 : 100,000원/3.3m2
· 임대료 : 17,325원/평
· 관리비 : 없음

13개 (25m2 3실 / 36m2 6실 /
43m2 2실 / 53m2 1실 / 공용 1실)

최대 60개월

· 보증금 : 월 임대료 10개월 분
· 임대료 : 6,100원/m2
· 관리비 : 실비

20개
(개방형 사무 공간 내 1인 지정석 제공)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19개
(4.7m2 16실 / 9.4m2 3실)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21개 기업(팀)당
16.53 ~ 66.12m2 정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보증금 : 59,895원/m2(VAT 별도, 보육료
1년분 | 월보육료 : 4,991원/m2(VAT 별도)
· 관리비 : 실비/전기료

22개

최소 1년(12개월) / 최대 8년(96
개월)

· 보증금 : 39,333원/m2
· 임대료 : 3,630원/m2
· 관리비 : 211원/m2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스마트미디어센터

6개(개별 입주실)
기업당 8.4m2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27개
기업(팀)당 30m2 정도

최초 계약기간 2년,
이후 1년 단위로 최대 2년 연장 가능

· 보증금 :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의 12개월분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 임대료 : 약 6,050원/1m2
※ 계약면적 기준, 입주호수 별 임대료
입주안내문 참고
· 관리비 : 별도부과(전기, 상하수도 요금)

16개, 기업(팀)당 40~120m2 정도
(입주호수 별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안내문 참고)

최초 계약기간 3년,
이후 2년 단위로 가능

· 보증금 :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의 12개월분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 가능)
· 임대료 : 약 3,170원/1m2
※계약면적 기준, 입주호수 별 임대료
입주모집공고문 참고
· 관리비 : 별도부과(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57개
기업당 36 ~ 200m2

최소 6개월 ~ 최대 5년
(이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보증금 : 200,000원/평
· 임대료 : 17,000원/평(1층은 18,000원/평)
· 관리비 : 전기료(실비)

69개
(개별입주실 68실 / 공용입주실 1실)

최소 6개월 / 최대 36개월
(연장평가를 통해 추가 연장 가능)

· 보증금 : 약 260,000원/m2
· 임대료 : 약 22,000원/m2
· 관리비 : 전기세, 상하수도세, 인터넷 별도

잔여8 (전용면적 117.18m2 3실 /
15.03m2 4실 / 114.73m2 1실)

24개월

· 보증금 : 6,250원/m2 (감면 시)
· 임대료 : 1,042원/m2 (감면 시)
· 관리비 : 1,600원/m2 (감면 시)

15개
(66m2(20평) 2실 / 33m2(10평) 1실 /
16.5m2(5평) 6실 / 3.3m2(1평) 6실)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보증금 : 1,000,000원
· 임대료 : 33,000원/평(3.3m2)
· 관리비 : 5,500원/평(3.3m2)

산학협력단(스타트업지원센터)
경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계명문화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창업보육센터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달서구청
1인 창조기업센터
대구공업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드림파크
창업보육센터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대구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대구스케일업허브
창업보육센터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대구테크비즈센터
대구의료관광진흥원
1 96

창업지원센터

기관명

입주기간

임대조건(3.3당)

13개, 기업(팀) 당 34m2 정도
(보육공간별 평수 다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보증금 : 1,000,000원
· 임대료 : 33,000원/3.3m2
· 관리비 : 전기요금 실비정산

15개
(독립형 사무공간 : 7개,
개방형 사무공간 : 8개)

최소 6개월 / 최대 24개월
(※ 평가에 의한 연장가능)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7개
개별 사무공간

최소 12개월 / 최대 36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9개
(20m2 4실 / 33m2 1실 / 43m2 2실 /
60m2 1실 / 80m2 1실)

2년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5,000원정도/m2
· 관리비 : 없음

10개(기업당 4.2m2 정도)
공용 사무공간

12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15개(기업당 4.2m2 정도)
공용 사무공간

12개월

· 보증금 : 없음
· 임대료 : 없음
· 관리비 : 없음

창업보육센터

26개
기업(팀)당 개별 사무실 사용

최소 12개월 / 최대 84개월

· 보증금 : 100,000원/3.3m2
· 임대료 : 15,000원/3.3m2(3년차 미만)
· 관리비 : 33,000원(정액)+실비

대구여성회관

9개 (9.2m2 7실 / 30m2 2실)

최소 1년 / 최대 1년

· 보증금 : 1,000,000원/9.2m2
· 임대료 : 50,000원/9.2m2
· 관리비 : 전기사용료

52개
기업(팀)당 66m2 정도
(또는 개인당 66m2 정도)

최소 12개월 / 최대 60개월

· 보증금 : 200,000원/3.3m2
· 임대료 : 20,000원/3.3m2
· 관리비 : 실사용료

23개
기업(팀)당 126m2 정도

최소 6개월 / 최대 96개월

· 보증금 : 130,000원/m2

대구의료관광진흥원
창업보육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
북구청
북구창업지원오피스
수성구청
기업보육센터
수성구청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수성구청
수성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수성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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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3.3m2 당)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활용시스템

입주기간

경북대학교

입주공간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20 22년 대구광 역 시 창 업 지 원 사 업 안 내

입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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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ᮖ⧊ʑᚁḡᬱᖝ░(ݡǍॵḡ▙ᔑᨦḥ⯆ᬱ)
SWᮖ⧊▭Ⓧእᷩᖝ░(ݡǍॵḡ▙ᔑᨦḥ⯆ᬱ)
(ᔍ)ݡǍĞᇢŁᬊᅖḡᩑǍᬱ
(ᔍ)ᦥᦥᔍᯕᨙᜅ❭Ⓧ⩲⫭ "41"
(ᔍ)⦽ǎᩍᖒᄅ⩲⫭ݡǍĞᇢḡ⫭
Ğᇢ⦺ݡƱ▭Ⓧ❭יⓍ
Ğᇢ⦺ݡƱ⦽ႊၵᯕ᪅ᮖ⧊ḥ⯆ᬱ
Ğᯝ⦺ݡƱᨦḡᬱ݉
ኼɡ⩲࠺᳑⧊

63
64
65

ݡǍŲᩎℎᗭ֥ྙ⪵᮹Ḳ
ࠥᝍᰍᔾྙ⪵ᰍ݉
⦽ǎ⡕ญ▮⦺ݡԉݡǍ⌁⟝ᜅ

투자기관 및 기업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ᵝ)ኦᬭⓍ
(ᵝ)ᨱᜅᨱᯕḡ⎵ญᦥ
ʑᚁᅕ᷾ʑɩݡǍḡᱱ
ݡǍᮡ⧪(1ᅙᱱ)
ݡǍᮡ⧪(2ᅙᱱ)
ݡǍᮡ⧪(⩢ᝁᖝ░)
ݡǍᝁᬊᅕ᷾ᰍ݉
እᜅษ✙(ᵝ)
ᝁᬊᅕ᷾ʑɩݡǍᜅ┡✙ᨦḡᱱ
ᝁᬊᅕ᷾ʑɩ
ᯙᯕ✙ᄅᜅ(ᮁ)
ᩩᬱ❭✙թᜅ
ᨹ⍡ᯕĞᩢᩑǍᬱ
(ᵝ)ऽฝఊ
ᘂ⩥ᯙᄁᜅ✙ຝ✙ݡǍᔍྕᗭ
JCHᯙᄁᜅ✙ຝ✙

82
83

ᝁ⦽ᜅ⑹ᨕቭภḡ
᪡ᯕᧅᦥ

기업지원기관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ᔍ)⍅စ❑ܩ᪡Ğᱽ
ḡ⩶܆ᯱ࠺₉ᇡ⣩ḥ⯆ᬱ
DYETECᩑǍᬱ
ݡǍĞᇢKOTRAḡᬱ݉
ݡǍĞᇢᩑǍᬱ
ݡǍĞᇢ℉݉᮹ഭᔑᨦḥ⯆ᰍ݉
ݡǍᖒᕽᔑᨦ݉ḡšญŖ݉
ݡǍ▭Ⓧእᷩᖝ░(ݡǍᩑǍ}ၽ✚Ǎᅙᇡ)
ݡǍḡᰍᔑᖝ░
ᵲᗭᄅʑᨦḥ⯆Ŗ݉ݡǍḡᩎᅙᇡ
⦽ǎᩩ┢đᱽᬱݡǍḡᬱ
⦽ǎḡ܆ᱶᅕᔍ⫭ḥ⯆ᬱ
(ᔍ)ݡǍĞᇢ℉݉ᄅʑᨦᩑ⧊⫭
ݡǍ᮹ഭšŲḥ⯆ᬱ
ݡǍᨦ⌁⟝ᜅ(ݡǍᩑǍ}ၽ✚Ǎᅙᇡ)
(ᔍ)ᄅʑᨦ⩲⫭ݡǍĞᇢḡ⫭

ᩢԉ⦺ݡ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