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 강소특구 지역 혁신기관 기업지원 로드맵
울산울주강소특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지방중소벤터기업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상공회의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울산지역본부

미래과학기술지주

신용보증기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유니스트기술지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예비창업~창업1년이내 1~2년 2~3년 3~4년 4~5년 5~6년 6~7년 7년 이상 10년 이상

사업화 혁신역량 초기기업지원, 3.2천만원울산울주강소특구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1.5천만원  울산울주강소특구

애로기술자문단, 150만원 울산울주강소특구

Open Innovation 사업화지원, 4천만원울산울주강소특구

울산청년CEO 육성사업, 3천만원울산경제진흥원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1억원울산테크노파크

스텝업 도전, 최대 20억원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최대 30억원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플러스, 최대 50억원신용보증기금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 창업교육 및 사업화 지원, 1천만원울산울주강소특구

울주 청년 창업 아카데미, 1.6천만원울산경제진흥원

미래차육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최대 1.5천만원울산테크노파크

중소기업혁신바우처, 3억원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콘텐츠 개발/제작지원, 최대 1억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 기업 사업화 지원, 5백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스타트업지원사업, 최대 5천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융합콘텐츠 사업화지원사업(울산 소재기업대상), 6개 기업, 총 3천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XR융합 실증지원사업, 최대 2억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인프라지원, 콘텐츠 관련 제작 장비 지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 스타트업 특허 등록 지원, 3백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R&D 지원, 8.5천만원울산경제진흥원
R&(B)D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1억원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초기창업패키지, 1억원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 콘텐츠코리아랩 - 시제품 제작지원, 2천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

U-STAR 베스트 그라운드, 최대 5백만원경진대회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메디컬 해커톤, 최대 5백만원경진대회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K-H2 신기술 Grand Challenge, 5백만원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중공업 DT 이노베이션, 1천만원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우수아이디어경진대회,
최대 2.7백만원

경진대회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클리닉 경진대회,
2백만원

경진대회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IP(지식재산) 디딤돌 지원사업,
최대 160만원

울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4억원울산경제진흥원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사업, 5천만원미래과학기술지주

조세감면+입지지원+규제특례+지방세감면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시 보조금지원, 최대 30억원울산경제자유구역청

기술강소기업지원, 최대 1억원울산경제자유구역청

신기술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4천만원유니스트기술지주

정책금융
투자

스텝업 준비, 최대 10억원신용보증기금

퍼스트펭귄, 최대 30억원신용보증기금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사업, 2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투자연계형 R&BD, 2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이전 R&BD, 2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R&BD,2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BM연계 R&BD, 2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IP(지식재산) 나래프로그램, 최대 1천750만원울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지원기업 선정 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울산상공회의소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융자 6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1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일자리창출촉진, 융자 6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혁신창업사업화자금-개발기술사업화, 융자 3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 융자 6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융자 10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신성장기반자금- Net Zero 유망기업지원, 융자6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신성장기반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 융자 10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융자60억~10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재도약지원자금-구조개선전용자금, 융자 60억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기술이전·사업화 자금지원, 10억원기술보증기금

IP 가치평가 보장, 가치평가 금액 내 보증기술보증기금

 ICT/SW기업 마케팅 역량강화사업, 7백만원울산정보산업진흥원시설 교육

글로벌 IP(지식재산) 스타기업, 수출(예정) 중소기업 대상, 지원기업선정 후 사전 컨설팅 결과와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울산상공회의소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5억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산학공동 R&D 기술사업화지원, 6.1천만원울산울주강소특구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5천만원울산테크노파크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R&D사업, 최대 8억원기술보증기금

산학연 Collabo R&D사업, 최대 4억원기술보증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