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FAQ

 m [신청]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공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 신청 가능합니다.(공장등록증명서류 제출-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디자인개발’은 23개 시군 소재 기업에 공장 또는 본사가 소재되어 

있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디자인의 경우는 

반드시 공장이 위치해야 합니다.

 m [신청] 디자인개발 및 디자인챌린져스 둘 다 신청가능한지요?

   - 두 분야 중에 한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m [신청] 2020년 디자인개발 지원기업인데 금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년 수혜기업의 경우, 디자인개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디자인챌린져스 분야는 신청 가능합니다.

 m [신청] 소속근로자 보험 가입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

 m [디자인개발] 디자인진단시, 디자인 전문기관 또는 전문인력 POOL이 

별도로 있나요? 

   - 별도 POOL은 없습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나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매칭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분야와 전문기관의 전문분야가 

동일해야 진행 가능합니다.

 m [디자인개발] 디자인진단, 자가진단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 서류평가 통과이후 자격에 맞는 디자인전문기관(학교)을 자체선정 후 

디자인 진단 및 자가진단을 하셔서 디자인진단 보고서, 디자인자가진

단결과물, 발표평가자료(PT)와 함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디자인진단(오프라인) : 수행기관(디자인전문기관, 학교)에서 중소기업 

방문하여 시행



   ※ 디자인자가진단(온라인) : 경기도디자인개발지원사업 홈페이지(gds.or.kr) 

- 디자인자가진단센터 - 중소기업 실시(우리회사디자인환경진단하기,

        우리제품디자인 진단하기) - 결과물 출력(PDF)

 m [디자인개발] 지원액 및 기업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부가세 제외 총 비용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한도금액은 

‘디자인개발’ 제품 디자인 1,400만원, 시각/포장 디자인 700만원 이

내입니다.

   - 총 비용의 30% 및 부가세, 그리고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 자부담입니다. 

 m [디자인챌린져스] 디자인 전문회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선정기업에 한해 이지비즈(www.egbiz.or.kr) 과제내용 공개를 통해, 

참여 디자인 전문회사 모집예정이며,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기업별 

최종 2개사 매칭됩니다. 단, 디자인회사 선정 심사위원회에는 기업 

대표가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m [디자인챌린져스] 지원액 및 기업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부가세 제외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한도금액은 

디자인회사별 1,250만원으로 기업당 2,500만원 이내입니다.

   - 총 비용의 20% 및 부가세, 그리고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 자부담입니다.

 m [디자인챌린져스] 멘토링 및 성과보고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멘토링) 디자인혁신멘토단은 경과원에서 위촉예정이며, 분기별 정기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기업별 과제 방향 설정 및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 개발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 (성과보고회) 11월 진행예정으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챌린져스를 통한 

과제 결과물 발표회입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별 발표로 진행되며 우수

기업(전문회사)도 선정됩니다. 

   - 상기 멘토링 및 성과보고회에 반드시 협조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