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18년-002호

｢2018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안내

년 장애인기업 신규 지원시책을 홍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

,

.

년 1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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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목적

□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신규수요 발굴 및 정책 수혜율 제고
□ 장애인기업 신규 지원시책 및 개선사항 등을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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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개요

□ 참석대상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세부내용
◦ 지원시책 안내 년 지원실적 및 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안내
:

(

(

) ‘17

),

‘18

* ‘18년 신규지원 시책 및 지원 변경사항 등 안내

*

◦ 자금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자금 안내 등
◦ 질의응답 장애인기업 지원시책 및 정책자금 상담부스 운영
(

(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상담진행

□ 개최일시 및 장소

회차 권역 지역 개최일시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제1회 수도권 서울 1.16(화)
14: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광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
제2회 서부권 광주 1.16(화)
14:00~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교육장>
제3회 남부권 대구 1.17(수)
북구 칠성동 2가 2-13 리치프라자 2층
14:00~ 대구광역시
(북구청 인근 대구일중학교 앞 리치프라자 2층)
<송내어울마당 소사시민학습회관 나눔터 2층>
제4회 수도권 경기 1.18(목)
14:00~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92번길 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교육장>
제5회 남부권 부산 1.18(목)
14:00~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6회 서부권 제주 1.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대회의실 2층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제7회 중부권 강원 1.19(금)
14:00~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
제8회 서부권 전북 1.23(화)
14: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효자동 2가)
<한신에스메카 대회의실>
제9회 중부권 대전 1.24(수)
유성구 테크노3로 65(관평동) 한신에스메카
14:00~ 대전광역시
2층 대회의실

* 상기일정은 추후 주관기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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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14:00 ~ 16:00, 2시간 내외)

시간(분)
주요내용
13:00~14:00 60 · 접수 및 안내
14:00~14:05 5 · 인사말씀
14:05~15:00 55
15:00~15:30 30
15:30~16:00 30
16:00~

-

비고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18년도 장애인기업 지원시책안내
소개 및 ‘17년 실적)
- 장애인 창업지원 및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 (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등
(‘18년 지원시책)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장애인기업활동지원자금(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질의응답 및 폐회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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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참석문의 (지역별 담당자)

권역
수도권
서부권
남부권
수도권
남부권
서부권
중부권
서부권
중부권

지역
서울
광주
대구
경기
부산
제주
강원
전북
대전

담당자
이수희 대리
서승호 권역장
오동훈 매니저
변혜선 대리
윤용협 권역장
현수진 매니저
박원용 매니저
차민혁 매니저
김강원 권역장

연락처
02-2181-6533
062-511-8330
053-600-8070
032-322-1940
051-329-8230
064-749-8234
033-747-6823
063-237-5354
042-932-9077

팩스
02-2181-6555
062-511-8331
053-600-8071
032-322-1941
051-329-8231
064-749-8235
033-747-6824
063-237-5355
042-042-9078

이메일
lsh@debc.or.kr
ssh2@debc.or.kr
odh@debc.or.kr
bhs@debc.or.kr
yyh@debc.or.kr
hsj@debc.or.kr
pwy@debc.or.kr
cmh@debc.or.kr
kkw@deb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