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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1.일 이후 발급된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 소재·부품·장비 및 소비재 제조 수출 중소·중견기업

*단, 산업부, 중기부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신청 제외

신청기간 2022.09.14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현황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지원내용 기업이 2022.02.01일 이후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하여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법정대리인비에 대해 건당 50만원 이상

인증 획득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구분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사업(해외규격인증 전용)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업당 인증획득비용 인정
한도

1억원 5,500만원

국고보조율 70% 50% 70% 50%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7,000만원 5,000만원 3,850만원 2,750만원

신청 및 절차

*신청 양식 및 지원인증 규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모집공고)

지원 절차 세부사항

1. 사업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에서 인증획득비용 세부내역서 및 지출증빙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 인증획득비용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해야 하며,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 서류는

정산 불가

2. 서류심사 및 선정

지원요건 부합여부, 지원대상 항목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제출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선정, 선정결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제출서류 미비 시 사전 공지 없이 미선정 처리 가능(별도 보완 요청 없음)

3. 전자협약 체결 및
바우처 발급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협약 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발급

4. 정산신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해외규격인증 사후정산 신청 및 지출증빙서류 업로드

* 사업 신청 시 업로드한 증빙서류 재업로드 필요

5. 정산금 지급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건에 대해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총괄수행기관 및 운영기관 정산 검수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저희 인터텍은 전기전자 안전, 전자파/통신, 유해물질, 에너지 시험소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인증을 원스탑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제품에 적용되는 국내 규정을 맞춤으로 안내하여 효과적인 방법과

최소의 시간으로 인증 취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필요하거나 국내외 인증 문의가 있다면 부담없이 상담(031-8069-3702)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oard/boardView?pageNo=1&bbs_id=1&ntt_id=2939&active_menu_cd=EZ005004000&search_type=SJ&search_text=&start_date=&end_date=&pageUn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