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지원기업용 >>>>>>>>>>>>>< 지원기업용 >

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2013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비즈니스지원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매뉴얼2013비즈니스지원단 절차 매뉴얼



목  차

Ⅰ. 중소기업 상담 신청 ············································· 3

1. 상담 안내 ··········································································· 3

2. 온라인 상담 신청 ··························································· 4

1. 비즈인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4

2.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이동 ·············································· 5

3. 상담신청 ······················································································ 5

4. 애로사항 작성 ············································································· 6

5. 상담내용 확인 ············································································· 7

Ⅱ.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 중소기업 현장클리닉 지원 ······························· 8

1. 전화 방문 기타 상담 후 현장클리닉 신청 ············ 8

1. 비즈인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8

2.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이동 ·············································· 9

3. 상담신청 ······················································································ 9

4. 애로사항 작성 ··········································································· 10

2. 현장클리닉 진행 ···························································· 11

1. 클리닉위원선정 ········································································· 11

2. 기업부담금입금 ········································································· 13

3. 현장클리닉승인 및 만족도조사 ······························· 16

1. 완료보고서 승인/반려 ····························································· 16

2. 만족도조사 등록 ······································································· 18



- 3 -

I. I. I. I. I. I. I. I.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신청I. 중소기업 상담 신청

1  상담 안내

► 각 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시 무료로

상담을 합니다

① 방 문 : 해당 지역 지방 중소기업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② 온라인 : www.bizinfo.go.kr 회원가입후 비즈니스지원단 상담

③ 전 화 : ☎1357(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 전화로 상담

기 관 명 주 소 전 화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02-509-6650～4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051-831-1357

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83-0340

대구 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70～3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062-360-9137～9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도 제주시 월평9길 2-21 064-723-2101～3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805～8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 031-820-9001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032-450-1147～5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81～3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564-3862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25～6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05～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36～8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055-268-2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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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상담 신청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온라인 상담 신청 절차 >

           ①비즈인포(www.bizinfo.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②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로 이동 → ③상담/현장클리닉 → ④진행현황 → ⑤상담요청  

→ ⑥애로사항 작성후 저장→ ⑦상담내용 확인

1. 비즈인포(www.bizinfo.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을 합니다

* 개인회원은 상담만 가능하며, 현장클리닉 진행이 불가합니다

② 공공I-PIN 또는 실명인증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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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로 이동

3. 상담 신청

①상담/현장클리닉 → ②진행현황 → ③상담요청

* 현재 : 2013년 3월부터 적용 / 2013년이전 : 2013년 2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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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로사항 작성

① 신청경로는 온라인을 선택하고 하단의 애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기업종류는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종류를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선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저장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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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 내용 확인

①

* 유의사항

◦ 지역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등록하고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의 지역을 말합니다.

예 - 소재지 상관없이 서울청에 등록 시 “서울” 선택

◦ 소속 기관명은 현재 상근으로 소속 된 회사(비즈니스파트너)명을 입력하시

고, 현장클리닉 참여시 사업비는 소속된 회사로 입금되게 됩니다.

① 상담조회에서 진행상태가 상담종료, 현장클리닉추천인 경우에 기업명 클릭

을 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상담종료” : 상담으로 해결 등 / “현장클리닉 추천” : 현장클리닉 진행 가능

② 세부정보 하단에 있는 컨설팅진행에 상담일지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상담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현장클리닉추천일 경우 추천사유도 포함

③ 현장클리닉추천 받은 경우 현장클리닉 진행 부분 참고하시어 다음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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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Il. Il. Il. Il. Il. Il. Il.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지원Il. 중소기업 현장클리닉 지원

1  전화‧방문‧기타 상담 후 현장클리닉 신청할 경우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신청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현장클리닉 신청 절차 >

           ①비즈인포(www.bizinfo.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②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로 이동 → ③상담/현장클리닉 → ④진행현황 → ⑤상담요청  

→ ⑥애로사항 작성‧저장→ ⑦현장클리닉 추천

1. 비즈인포(www.bizinfo.go.kr)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을 합니다

② 공공I-PIN 또는 실명인증 후 회원 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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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로 이동

3. 상담 요청

①상담/현장클리닉 → ②진행현황 → ③상담요청

* 현재 : 2013년 3월부터 적용 / 2013년이전 : 2013년 2월까지 적용



- 10 -

4. 애로사항 신청

① 신청경로는 전화, 방문, 찾아가는상담(이동상담), 사후관리, 건강관리 중 해

당하는 경로를 하나 선택 하시면 됩니다

가. 전화 - 전화 상담 후 현장클리닉 추천받아 신청 하는 경우

나. 방문 - 방문 상담 후 현장클리닉 추천받아 신청 하는 경우

다. 찾아가는상담 - 전문가의 이동(출장)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경우

라. 건강관리 - 건강관리진단을받은후현장클리닉처방전을받아참여하는경우

② 기업종류는 해당 기업에 해당하는 종류를 모두 선택하시면 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선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전화,방문 상담시 문자로 받았던 접수번호를 입력하시면 애로사항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④ 저장을 클릭하면 온라인 신청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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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클리닉 진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현장클리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절차 >>>>>>>>><현장클리닉 진행 절차 >

           ①상담요청 → ②상담 → ③현장클리닉추천 → ④현장클리닉추천승인 

→ ⑤클리닉위원선정 → ⑥수행계획서등록 → ⑦수행계획서승인 → 

⑧기업부담금입금 → ⑨현장클리닉수행 → ⑩중간점검 → ⑪완료보고서작성 

→ ⑫완료보고서승인 및 만족도조사 → ⑬자문료지급

* 파란색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진행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 클리닉위원선정

① 로그인 시 진행상태가 “현장클리닉추천승인”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 현장클리닉 추천 : 상담위원이 추천한 경우로 지방청에서 승인할 단계

나. 전문상담접수승인 : 상담위원이 상담을 해야 하는 단계

다. 상담종료 : 상담위원이 상담으로 종료한 경우(현장클리닉 진행 불가)

라. 현장클리닉지원취소 : 현장클리닉지원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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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번”을 클릭하면 기업 상세 정보가 나오면서 하단의 컨설팅진행에

서 “자문위원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③ 자문위원선정 버튼을 클릭하면 비즈니스지원단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을 선택하여 전국에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④ 전문가의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선정버튼

을 누르면 전문가가 선정됩니다.

※ 클리닉위원선정 후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행일정을 협의(오프라인으

로 수행계획서 검토 등)하시고 확정 되면 기업부담금 입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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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부담금입금

① 해당지방중소기업청에서 현장클리닉추천승인 시 수행일수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기업은 선정한 클리닉위원과 상의하여 애로사항 해

결하는데 필요한 현장클리닉 소요일수 및 일정을 협의하고 기업부담

금을 운영기관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상태가 “수행계획서승인”일때 기업부담금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지원기업 회사 계좌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클리닉 완료 후 해당 지원기업의 만족도 조사가 끝나면 클리닉위

원의 소속기관에게 자문료가 지급되며 자문료 수령 후 클리닉위원의

소속기관이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중소기업에게 발행합

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기업에서는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클리닉위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

령하시면 됩니다.

※ [근거 : 2013년 비즈니스지원단 운영지침]

<<<<<<<<<<제30조(평가 및 대금 지급)>>>>>>>>>>

 ①중소기업청장은 [별지10]서식과 [별지19]서식에 의거 현장클리닉 및 클리닉위원을 

평가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만족도 조사후 현장클리닉 평가점수가 60점이상인 경우 자문

비용을 해당 클리닉위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자문비용을 지급 받은 클리닉위원은 기업부담금을 지급한 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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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70%) 기업부담금(30%) VAT(10%)

735,000 315,000 105,000

기업부담금 실제 입금액 : 420,000

※ 회계처리 예시

◦ 총 계약금액의 70% 정부에서 지원, 30% 기업부담금

* 총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전액 부담

◦ 현장클리닉 3일 자문 받을 경우(계약금액 1,050,000원)의 세부 내역

<기업부담금 지급시>

<차> 선급금....... 420,000 .....................<대> 보통예금......... 420,000

<사업 종료시>

- 자문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시 [금액: 1,155,000원(VAT포함)]

<차> 컨설팅비용......1,050,000 ................<대> 선 급 금 .......420,000

부가가치세 ..... 105,000 ........................ 국고보조금 .....735,000

③ 기업부담금 입금 후 온라인상으로 입금확인증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기업부담금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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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확인증 첨부 후 계획대로 전문가에게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 전문가가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청의 점검이 끝나면

온라인상으로 완료보고서 승인/반려 및 만족도조사를 진행해 주시

기 바랍니다.

④ 입금확인증을 스캔하여 첨부파일 입금확인을 선택하고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FAX입금확인은 입금확인증을 FAX로 운영기관에 송신합니다.

* 운영기관 FAX : 02-569-8124

⑤ 입금확인을 등록합니다.

※ 유의사항

입금확인증은 지원기업에서 운영기관에 보낸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예-예금주가 표시되는 입금확인증 및 통장사본)

무통장 현금입금은 인정되지 않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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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클리닉 승인 및 만족도조사

1. 완료보고서 승인/반려

① 로그인 → 상담/현장클리닉 → 진행상태확인 후 기업명클릭

* 진행상태 : “완료보고서승인(지방청)“일 경우 가능

② 하단의 컨설팅진행에서 “완료보고”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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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료보고서 승인 : 기업 완료보고서 상태로 변경 다음 단계인 만족도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완료보고서 반려 : 완료보고 반려로 반려사유를 작성 해야하며, 클리닉

위원은 완료보고서를 재 수정 후 다시 완료보고서

기업 재 승인/반려를 검토 받아야합니다.

④ 완료보고서 승인시 만족도 조사 버튼이 생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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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족도조사 등록

⑤ 만족도 조사 등록자는 본인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을 작성합니다.

⑥ 만족도 조사는 등록 이후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기업에서 온라인상으로 모든사항을 다 진행

해 주신겁니다.

사업비가 클리닉위원 소속기관으로 지급되면,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부지원금 포함 된 계약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