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지원기업 마케팅지원 참여 모집 안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상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진단, Level-Up 컨설팅,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 작 및 온라인마켓을 통한 판매 및 광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 판로 개척을 강화하고자 하는 재창업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대상
◦ '10 ~ '17. 9.29(금)까지 재창업자금 융자지원 업체 중 30개사

 지원내용
① 진단 및 컨설팅
· (진단) 업계별 전문가를 통한 해당 기업 상품의 시장성 기초 진단

* 참가기업과 유통 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의견 수렴(인터뷰 및 평가) 후 컨설팅
세부내용 설계
· (컨설팅)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업체의 상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실시

* 내용 : 상품성 향상 컨설팅, 상품페이지 기획, 온라인몰 판매자 등록, 상품
등록, 고객관리, 정산 등
② 상품 페이지 제작
· 온라인 상품페이지 제작 및 모바일 웹서비스가 가능한 이미지,
텍스트 작업 등
③ 온라인 마켓 판매 지원
· 온라인 채널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 3개 내외) 노출 광고 프로모션
· 온라인 마켓 상품기획전 참가 지원

 접수 및 선정
◦ HIT500 홈페이지(www.hit500.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접수

* 9.27(수) 09:00부터 온라인 신청 페이지 오픈
** 신청서 작성 방법
: www.hit500.or.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인 홈페이지 상단
“HIT500 신청(사업안내)” 클릭 → 페이지 우측 하단 “등록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제출
◦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합성 평가 후
30개사 선정 및 개별 통보

 추진일정

절차
내용
일정

온라인 신청․접수
Hit500 홈페이지 접수
9.27(수)∼10.13(금) 18:00

대상기업 선정
30개사

10.16(월) ∼ 20(금)

제품진단
시장성 기초
진단

10.23(월)∼11.17(금)

상품페이지
Level-up
절차
온라인마켓 운영
제작
컨설팅
온라인
상품페이지
내용
온라인 판매지원
기획 등
상품페이지
11.20(월) ∼ 12.22(금)
10.23(월)∼11.17(금)
10.23(월)∼11.17(금)
일정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후 추진 일정은 진행 과정상 일부 변경 가능
** 상품페이지 제작은 상황에 따라 제품진단 및 Level-up 컨설팅과 동시진행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양창영 차장 (055-751-9632, cyyang
@sbc.or.kr) , 이희준 과장 (055-751-9633, hjlee80@s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