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 ☎1357
센터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나주센터

(061)332-5302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순천센터

(061)741-4154

서울서부센터 (02)839-8316

제주센터

(064)751-2104

서울남부센터 (02)585-8625

전주센터

(063)231-8110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남원센터

(063)626-0371

춘천센터

(033)243-1951

익산센터

(063)853-4411

강릉센터

(033)645-1953

군산센터

(063)445-6317

원주센터

(033)746-1954

정읍센터

(063)445-6317

삼척센터

(033)575-1951

수원센터

(031)244-5044

속초센터

(033)633-8602

평택센터

(031)666-0262

부산북부센터 (051)341-8053

화성센터

(031)8015-5301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광명센터

(02)2066-6348

부산동부센터 (051)761-2568

성남센터

(031)707-7356

부산중부센터 (051)469-1647

의정부센터

(031)876-4389

울산센터

070-7603-6884

부천센터

(032)655-0367

창원센터

(055)275-3261

고양센터

(031)925-4266

진주센터

(055)758-6704

안양센터

(031)383-1002

김해센터

(055)323-4960

안산센터

(031)482-2560

통영센터

(055)648-2107

하남센터

(031)794-4388

양산센터

(055)367-7112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대구남부센터

(053)629-4202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대구북부센터

(053)353-1505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대구서부센터

(053)639-3406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안동센터

(054)854-3281

세종센터

(044)868-4524

구미센터

(054)475-5682

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포항센터

(054)278-4369

공주센터

(041)852-1183

경주센터

(054)776-8342

논산센터

(041)733-5065

영주센터

(054)634-6977

서산센터

(041)663-4981

광주남부센터

(062)366-2120

청주센터

(043)234-1095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충주센터

(043)854-3616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제천센터

(043)652-1781

목포센터

(061)285-6347

음성센터

(043)873-1812

여수센터

(061)665-3600

옥천센터

(043)731-0924

나주센터

(061)332-5302

www.semas.or.kr

센터명

서울중부센터 (02)720-4714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롤모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모집합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란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육성사업
2

0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성과 지속성장 가능성을
공식인증 받은 곳으로 백년가게는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공인, 소·중기업이며,
백년소공인은 숙련기술 기반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입니다.

1

오롯이 지켜온 신념과 세월로
백년을 잇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이 백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안내

국민추천제
안내

신청대상
백년가게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중기업
국민추천하러가기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신청불가

국민추천제는 국민 누구나
우수한 소상공인 성공 모델을
백년가게·백년소공인 후보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선정업체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확인서·인증현판 및 스토리보드 제공, 현판식,
방송·신문·민간매체, 매거진, O2O플랫폼 등

백년가게 업력 20년, 백년소공인 업력 15년 이상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방문(관할 센터) 또는 E-mail(100year@semas.or.kr) 접수

백년소공인
백년소공인

컨설팅

*대표자 본인추천은 불가함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접수 가능

신청서류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별도 양식으로 활용(모집공고 확인)
구분 제출서류
1

(공통) 신청서

2

(공통) 개인(기업)정보이용·수집 및 제공 동의서

3

(공통)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4

(공통) 신청업체 기술서

5

(공통)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6

(공통) 증빙자료(매출액 및 고용 등 관련)

7

(백년가게) 중소기업확인서

비고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별도 양식
활용

중기업에 한함

선정절차
안내

신청기간 '21. 3. 29.(월) ~ 예산 소진 시 마감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개선(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신청방법

판로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구독경제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21. 3월)

소상공인 등→공단
('21. 3월~)

3. 서류검토

4. 현장평가(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시)

지방청·공단, 컨설턴트
(수시)

5. 평가위원회

6. 최종선정 발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 7, 10월 중)

중소벤처기업부
(4, 8, 11월 중)

7. 홍보 등 연계지원

8. 사후관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년)

시설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 후 '경영성장 –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시설개선 및 판로지원(선택 1 또는 중복신청 가능)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시설개선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매장환경개선 중 1가지 항목에
대하여 한도 내 지원(업체당 지원한도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클린제조환경조성(구 작업환경개선) 등 유사사업과 중복신청·수혜 불가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판로지원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 입점,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구축 등 온라인 판로지원

노하우

강사 활동 지원,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 가능

600개사 내외(시설개선 500개사, 판로지원 100개사)

(1일 4시간 기준, 총 4일)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접속 후 '소상공인 경영성장 –
백년소공인' 선택 후 신청서 등 온라인 제출

지원규모
*서류검토(보완),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

신청방법
백년가게
백년가게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신청일 기준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정부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추천대상
추천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 – 국민추천' 선택

'21.3.11.(목) ~ 상시 접수(9월 이후 접수 건은 '22년 선정평가)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성장지원 사업 안내

홍보

추천방법
추천방법

신청기간

지원내용
안내

우대사항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0.4% 우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구축은 판로지원 업체 중 선별 지원

신청서류
구분
1
2
3
4
5
6
7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상품설명서
개인(기업)정보이용동의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특허 및 인증 등 증빙서류(판로지원 상품설명서에 기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