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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업명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지원
한도

지원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①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

2,230

6개월
(기초)
12개월
(고도화)

0.5
(기초)

4
(고도화)

50%

(1차) ‘22.1.17
(2차) ‘22.6.1

(1차) ‘22.1.17~2.22
(2차) ’22.6.1~6.30

(1차) ‘22.3~6
(2차) ’22,8~11

(고도화2) ’22.1.17 (고도화2) ’22.1.17~3.8 (고도화2) ’22.4~6

대중소 상생형
(기초, 고도화)

300

6개월
(기초)
12개월
(고도화)

0.42
(기초)
2.4

(고도화)

30% ‘22.1.19 ‘22.1.19~6.30 ‘22.3~

②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100 3년 12 50% ‘22.1.13 ‘22.1.13~2.21 ‘22.2~5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181 8개월 3 50% ‘22.1.18 ‘22.1.18~2.18 ‘22.2~5

업종별특화스마트공장 230 9개월 2 50% ‘22.1.17 ‘22.1.17~2.22 ‘22.3~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40 9개월 2 50% ‘22.2 ‘22.2~3 ‘22.3~6

③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92 3년 64 50% ‘22.1.12 ’22.1.12~2.15 ’22.3~4

일반형 200 12개월 4 50% ‘22.1.12 ’22.1.12~2.15 ’22.3~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20 2개월 0.2 90% ‘22.1.14 ‘22.1.31~2.14 ‘22.3~4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50 4개월 0.5 80% ‘22.1.14 ‘22.1.31~2.14 ‘22.3~4

지역특화제조데이터 20 3년 60 50% ‘22.1.19 ‘22.2.7~3.2 ‘22.3~4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10 8개월 0.1 100% ’22.1.14 ‘22.1.31~2.14 ‘22.3~

⑤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15 2년 48 60% ‘22.1.17 ‘22.1~2 ‘22.3~4

⑥수준확인·컨설팅등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5 - 0.01 100% ‘22.1.17

(확인기관 등) ‘22.1.17~2.7
(참여기업) ‘22.3.2~

‘22.3~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90 - 0.1 90% ‘22.1.21 ‘22.2.14~ ‘22.2~

스마트공장 AS지원 70 12개월 0.2 50% ‘22.1.21 ‘22.2.14~ ‘22.2~



구분 세부사업명

①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

대중소 상생형(기초, 고도화)

②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③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일반형

④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 컨설팅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지역특화제조데이터활성화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⑤스마트공장테스트베드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⑥수준확인·컨설팅등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마이스터활용지원

스마트공장 AS지원

1. ➀, ➁, ➂사업간 중복신청 불가

2. ➀, ➁, ➂사업과 ➃사업은 중복신청 가능

3. ➀, ➁, ➂사업과 ➅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은

중복신청 불가

4. ➀, ➁, ➂사업과 ➅의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및 스마트공장 AS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5. ➄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조기업이 아닌

지역 테크노파크



사업명 지원 유형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지원
비율

지원기간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등지원

0.5억원 50% 6개월

고도화1 2억원 50% 9개월

고도화2 4억원 50% 12개월

대중소

상생형

기초
▪ 주관기관(대기업등)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비율) 정부 30% , 주관기관 30% 이상, 도입기업 30% 이내

0.42억원 30% 6개월

고도화1 1.2억원 30% 9개월

고도화2 2.4억원 30% 12개월

업종별 특화
기초

▪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0.5억원 50% 6개월

고도화1 2.0억원 50% 9개월

K-스마트등대공장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4억원/년 50% 3년

디지털 클러스터(선도형)
▪유망선도기업또는가치사슬이밀접한다수협력사중심으로공동·협업스마트시스템및개별스마트공장 구축

*개별스마트공장구축은보급확산사업준용
64억원 50% 3년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

기초

▪ 벤처 ·스타트업등혁신기업중심으로공통목적및이해관계를갖는업종,산단입주기업등의협업체에대해지원

0.5억원 50%

1년고도화1 2억원 50%

고도화2 4억원 50%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100만원(미정) 100%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 대기업 등 스마트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애로 해결 0.1억원 90% -



구분 지원년도 현재수준*
‘22년 지원가능 사업

비고
기초 고도화1 고도화2

A ‘14년~’19년

기초 O O O 동일수준의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기초에서 고도화1 지원 이후

고도화1(동일수준) 또는 고도화2 지원

가능

중간1 X O O

중간2 X X O

B ‘20년~’21년

기초 △ O O 동일수준의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중간1은 동일수준으로

고도화1을 1회 지원 가능

중간1 X △ O

중간2 X X △

C
‘21년

(구축기간 中)

기초 X O O

고도화 신청 가능

* 단, 선정 시 구축완료 이후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진행

중간1 X X X

중간2 X X X

D

‘21년

(집중AS기간

中)

기초 △ O O 동일수준의지원유형은 수준별 1회 지원 가능

(예시) 현수준 중간1은 동일수준으로

고도화1을 1회 지원 가능

중간1 X △ O

중간2 X X △

E

‘19년~’21년

(수준확인

기업)

기초 O O O 도입기업이 수준확인을 받은 후 구축지원 사

업 참여시 목표수준이 기존 수준확인 수준과

동일하여도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 지원

중간1 X O O

중간2 X X O

➀ (유형 A) 19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➁ (유형 B) 20년도에 중간1로 구축 완료 한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동일수준(최대 0.5억원)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➂ (유형 C) 21년도 기초 구축중인 기업인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➃ (유형 D) 21년도 중간1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에 고도화2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2(최대 4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➄ (유형 E) 20년도 수준확인결과가 중간1이였는데, 고도화1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고도화1(최대 2억원) 지원 가능합니다.

* (현재수준) 최근 구축 기준의 수준을 의미(예시 : ‘19년에 구축하고 ’20년에 구축한 경우, ‘20년도가 기준)
** △는 동일수준의 지원유형으로 최대 0.5억원 지원을 의미

*** 동일수준의 경우, 스마트화 수준별 1회만 가능(즉, 최대 3회) / (예시) ❶기초 → 기초, ❷중간1 → 중간1, ❸중간2 → 중간2



구분 내용

고도화2 (4억원)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고도화1 (2억원)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기초 (0.5억원) 생산정보 디지털화(ex, 바코드‧RFID 적용)



’22년 사업프로세스 주요 개편 사항









승인 사항 확인 사항

- 공급기업 변경, 구축시스템 변경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변경
- 도입기업 주소지 이전 등

- 수행 기업 대표자, 명칭 등 변경
- 총 사업비 1,000만원 미만 변경
- 사업비 계좌의 변경
- 사업기간 연장 변경 등







구분 정부 대기업 중소․중견

구축비용 30%
70%

30%이상 40%이내

구분 정부 대기업

구축비용 50% 50%



지원유형 세부 업종(예시) 선정 규모

주력업종 ㅇ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10개사 내외

기타업종 ㅇ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5개사 내외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을 패키지 지원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기본 마이스터 1인 x 8회 (약 3개월), 252만원
90%

심화 마이스터팀(3인) x 12회(약6개월), 1,134만원

* (심화) 처음과 마지막 방문은 3인 필수 참여, 나머지 방문은 마이스터별 개별 방문 가능(1인당 12회 방문 필수)



구분 세부 사업명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단독공장 구축
(일반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기초, 고도화1)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1
044-300-0957
044-300-0959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고도화2)

044-300-0944
031-703-9101

대중소 상생형

044-300-0958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단독공장 구축
(특화형)

K-스마트등대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8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52~6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업종별특화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9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6

구분 세부 사업명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클러스터 구축

선도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5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일반형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인공지능컨설팅및실증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43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지역특화제조데이터

제조데이터촉진자 양성

테스트베드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75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컨설팅 등 기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6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스마트마이스터활용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3

스마트공장AS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