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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주요정보

한눈에 보는 One-Stop 지원사업

신기술 공동개발 분야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지원

2, 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신제품 판로개척 분야

수출촉진 파워플랫폼 구축

에너지 기업과 협업 인프라

성과공유형 동반진출 사업

Must Know-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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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O 동반성장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INTRODUCING KOSPO

•중소기업 지원 전담 조직 발족 

•One-stop 지원사업 추진

2015

• 지역 상생  

협력체계 강화

• 해외동반진출  

사업 강화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자체 프로젝트 추진

2016 2017

• KOSPO 상생 

결제 이행 협약

•마젤란 1, 2 사업

•전사 통합구매상담

2018 2019

• 소셜임팩트펀드 

투자 추진

• 협의체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2025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어제의 당신이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2014~2013



 

주요 실적 및 목표

2018년 발전량

목표 매출액

순이익

•매출액 및 순이익

발전소 현황

신인천발전본부

1,800MW

2,000MW

한림복합

105MW

남제주발전본부

200MW

태백, 창죽풍력

34MW

부산발전본부

1,800MW

영월발전본부

848MW

안동발전본부

400MW

한경풍력

21MW

하동발전본부

4,000MW성산풍력

25MW

2025

58,174GWh

120,060억원

7,000억원

매출액

2016
42,000억원

순이익

4,263억원

삼척그린파워 건설

영월복합

태백, 창죽풍력

한경풍력

성산풍력

신인천복합

부산복합

하동화력

남제주화력한림복합

안동복합 건설

삼척발전본부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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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자원

개발

• 해외 자원개발 등  

발전연료 확보

• 발전소 신규 건설 및  

운영사업

•해외 발전관련 사업 개척

• 신재생에너지(풍력, 소수력, 태양광 등) 

개발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기술개발

• 중소기업 육성 및 발전설비 핵심부품 

공동기술개발

발전사업

발전관련

기술개발
부대사업

주요 사업

설립목적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설립근거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2000. 12. 23 제정)

설립년도   2001. 4. 2

임직원수   2,298명(임원 4명, 2,294명)

2016~

주요 연혁
1982. 01 •한국전력공사 설립

2001. 04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로 분사

2011. 01 •시장형 공기업 지정

 11 •공공구매 우수기관 대통령상 수상

2012. 11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13. 03 •정부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4. 03 •정부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10 •한국남부발전 본사 부산광역시로 이전

2015. 03 •정부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6. 01 •부산시로부터 지역상생협력 공로상 수상

2017. 10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국무총리 표창 수상

2018. 01 •2017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우수기관 선정(전력그룹사 1위)

  •칠레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체결

  •글로벌본드 USD 4억불 발행

 02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03 •부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 시행

  •제8대 신정식 사장 취임

2013~

2015

1982

2001

2011~
2012

2018

회사소개

기관 현황

KOREA SOUTHEN POWER CO.,LT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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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O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KOSPO 동반성장 추진전략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 및 동반성장 추진전략

친환경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미래 에너지산업을 선도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3WIN 동반성장 모델

KOREA SOUTHEN POWER CO.,LT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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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복과 함께하는 발전산업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더 깨끗한 에너지로 신뢰받는 국민의 기업

경영목표

•매출액 9조

•영업이익 1조

•미래사업 매출액 3.4조

•신재생발전량 30%

•미세먼지 저감률 73%

•온실가스 감축률 21%

•고장정지율 0.1%

• 8대 미래핵심기술  

확보

•청렴도 1등급

•동반성장 최우수기관

•글로벌 안전지수 A+

미래성장 친환경 발전기술 사회적 가치

전략방향(3대)

전략과제(10대)

핵심 가치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 산도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지속 가능한 경영인프라 구축

책임있는 헌신   Contribution 차별화된 혁신   Innovation

동반성장 목표

동반성장 전략

소통으로 통합   Collaboration

신기술 기반

발전운영 

경쟁력 제고

1

차별화 

구매·조달체계 

혁신

2

해외 거점사업 

확대로로 성장 

모멘텀 확보

3

개방·혁신 중심 

선진경영체계 

확립

4

가족친화·

노동존중 

문화 존중

5

미래지향적 

친환경 발전소 

구현

6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 도약

7

보유역량 기반 

미래 에너지

신사업 발굴

8

Industry 4.0 

기반의 미래 핵심

역량 확보

9

국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

10

2030 VISION

중장기 경영 12대 전략 반영

정부 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 반영

CEO 경영 12대 핵심 과제반영

중소기업 수요조사 니즈 반영

KOSPO
동반성장 모델

슬로건    甲乙없는 동반성장, Gap이 없는 국민행복

甲乙없는 동반성장, Gap이 없는 국민행복

2019년 동반성장 중점과제

남부발전

동반성장 플랫폼 

선도기업

중소기업

글로벌 파워

강소기업

국가·사회

국가경제 부흥 

일자리 창출

성과공유제도 확산 공정거래 실행체계 강화신뢰경영 가치체계 강화 혁신기술 협업개발기업공동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중소기업 수준별 맞춤형 자원사업 3대 분야 28개 프로그램

동반성장

대표 공기업

글로벌 파워

강소 기업

국가경제부흥

일자리 창출

3WIN 목표

남부발전

중소기업

국민
사회

협업시너지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 인프라 강화

역량 및 기술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성과공유제도

확산

신뢰경영

가치체계 강화

공정거래

실행체계강화

기업공동

경쟁력강화

혁신기술

협업개발

글로벌 시장

동반 진출

6대 추진전략

공정 투명

동반성장 이력관리시스템

동반성장 운영 시스템

The 소통 多가치 공유

온오프 소통 시스템 다자간 성과공유시스템

신제품 판로개척

1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2   에너지 기업과 협업인프라 확산

3   성과공유형 동반진출사업 운영

기업 경쟁력 강화

1   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 지원

2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 지원

3   2, 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신기술 공동개발

1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운영

2   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확대

3   기술 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

기업정보

KOREA SOUTHEN POWER CO.,LT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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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자조달 시스템

http://srm.kepco.net/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 지원 상생누리

https://www.winwinnuri.or.kr

KEFCI 결제전산원

https://www.kefci.com

남부발전 동반성장 플랫폼

https://9988.kospo.co.kr:9043/main/main.do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요정보중소기업 지원 주요정보

KOREA SOUTHEN POWER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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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발전설비 정비적격업체 인증제도 기자재 유자격 업체 인증제도
중소기업 지원 주요정보 중소기업 지원 주요정보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기준

인증기간 및 혜택

인증절차

인증효과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인증효과

•신뢰성 품목의 정비(부품제작) 업체능력 평가로 발전설비 품질보증 및 안정적 운영 기여

•발전설비 핵심부품 제작 및 정비능력 보유 업체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기준

• 정비적격업체의 유효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 재등록 신청 후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 시 계속 자격유지 가능

• 3년간의 유효인증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 정비 실적이 있고, 품질결함이 발생 하지 않을 때 서류 심사로  

대체하고 실사 수검을 생략할 수 있음(단, 현장심사 담당자가 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  

수행)

• 동일품목에 한해 한 사업소에서 정비공사 및 제조분야의 정비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타 사업소도 

그 자격을 인정함

• 신청서접수 및 검토 � 실사반 구성 및 업체통보 � 실사 � 승인 � 적격업체통보 � 적격업체 선정 

및 관리

•입찰/계약 등에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 기회제공

•신뢰성 품목의 기자재 공급 업체 능력 평가로 발전설비 품질보증 및 안정적 운영 기여

•발전설비 핵심부품 제작 및 공급능력을 보유한 업체

•등록 후 3년간 자격 유효하며 만료 2개월 전 등록갱신 신청

• 신청안내공고 � 희망업체상담 � 신청서접수 � 일반경영/기술품질검토 � 실시여부검토 � 실사팀 

구성 � 실태조사 � 등록적격 � 공급자명부 등재

• 입찰/계약 등에 참여자격을 부여받아 안정적인 영업 활동 기회제공

구분 평가기준

기술능력

•기술인력(기술인력 경력, 자격증보유, 전체대비 기술인력비율)

•제작·정비능력(기술자료보유, 자체능력, 납품/정비실적)

•설비/작업장/안전(설비/공기구 보유 및 노후화, 자재관리, 안전관리, 공장규모)

품질능력

•품질경영시스템(ISO9001인증, 품질 방침/매뉴얼, 품질조직구성)

•자원/자료 관리(품질교육, 기술규격, 검사기준/작업절차서/도면)

•측정/분석/평가(계측기검교정, NCR/CAR, 협력회사 평가관리, 시험/검사/자격평가)

선정기준 세부내용

일반경영분야 평가기준

•납품실적(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상태, 공장/사업장 규모

•사후관리(A/S) 체제

기술분야 심사기준
•설계능력, 제조능력, 기술특성/사양

•기술자립도, 납품실적

품질분야 심사기준 •품질보증 체제수립 및 이행상태

안전품질실 품질경영부     070-7713-8762, 8765 한국남부발전(주)      홈페이지 www.kospo.co.kr문의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070-7713-8911, 8916 한국남부발전(주)      홈페이지 www.kospo.co.kr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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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상생프로그램

한눈에 보는 One-Stop 지원사업

중소기업 모든 경영활동 중 지속 동반성장을 위한 Solution 제시

One -        Stop

기업 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

산업혁신운동 3.0

•2, 3차 협력사 공정/품질혁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KOSPO Safety Freemium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생산성 혁신분야/수출활성화 분야

상생서포터즈 파워드림 스타트 사업

KOSPO 경영닥터단

•퇴직전문인력활용 기술경영 컨설팅

그린팩토리 지원사업

1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해외 전시회 지원 및 시장개척단 

•해외 현지 기업 수출상담 지원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

•중소기업 해외지사 역할 수행 지원

해외수출 PL보험 지원사업

마젤란 수출플랫폼

•에너지유망기업 수출동행 사업

1

에너지 기업과 협업 인프라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소 순회 구매상담회,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

성과공유형 동반진출사업 운영

성과공유 사회적 공헌사업 

•상생 빛 드림 사업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수익형 연구개발과제

•일반/현장 연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중기청 공동)

•발전5사 협력연구개발 사업 

1

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SMP 30 프로젝트

•K-10 프로젝트

•Small Giant 10 프로젝트

•Glocal Power 10 프로젝트(선정완료)

KOSPO Sea Star Power 프로젝트

2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KOSPO-KISTI 지식멘토링제 지원사업

•중소기업 필요 기술정보 제공

Techno-Solution 사업

•산학협업, 사업화단계, 기술애로 해결

기술임치제도 및 인증취득 지원

•기술개발제품 지원(NEP 등 5개분야)

•지적재산권 취득지원(특허 등 2개분야)

•품질, 안전, 환경인증 지원

•해외규격 취득지원

•기술임치지원(핵심기술 보호)

3

신기술 공동개발

신제품 판로개척

기업 경쟁력 강화

2

3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발전정비원 육성 위탁교육

•발전5사공동, 발전정비인력 양성

내일채움공제 사업

2

2, 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선금제도

상생결제시스템 / Clean Pay 시스템

소셜 임팩트 펀드 투자

3



신기술 공동개발 분야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1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KOREA SOUTHEN POWER CO.,LTD.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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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KOSPO자체 연구개발사업(일반/현장연구)

목  적

구  분

개발대상 : 
KOSPO 중장기  
추진 핵심기술

발전산업에 관한 기술연구개발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 및 신성장 동력 창출

•일반연구개발 :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본사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현장연구개발 :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

목  적

개발대상

진행절차

지원대상

•중소기업청과 남부발전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지원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신기술제품, 수입품의 국산화 제품 개발과제 등 개발성공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과제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

전력산업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창조적 노력 

및 탐구활동으로 상업화 이전까지의 제반활동

KOSPO 연구개발

5대분야 대상기술 핵심과제

고 신뢰성

설비신뢰도 제고기술

•고장예방 및 핵심 정비기술

•발전-IT 융합기술     
•풍력운영 및 정비기술

친환경 기술
•발전부산물 처리기술

•환경오염 방지(저감) 기술

저 비용화
고효율 연소기술

•저품위 연료 연소기술 
•연료 혼소 기술

•석탄 연소특성 및 혼탄연구

고가부품 국산화 기술 •가스터빈 고온부품 국산화개발

저탄소

녹색발전

CO2 분리/저장 기술 •연소 후 CO2 처리기술

순산소 연소기술 •순산소 연소 발전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해상풍력 연구개발    •소수력 발전

고부가가치화

신에너지 이용기술
•연료전지 이용기술    •IGCC 운영기술

•Hydrate 이용 발전기술

복합화력 운영기술
•복합화력 성능개선

•운영기술(O&M) 해외사업

고효율화 고효율 설비운영 기술
•노후 석탄화력 Retrofit  
•고효율 기자재 대체기술

과제유형 개발기간 지원금
총사업비

지원방법
정부/투자기업 중소기업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10억원이내
총사업비의

75%이내

25%이상부담

(이중 현금

 60%이상 부담)

지정공모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기업제안 과제(30일)수요조사 과제(90일)

(중소기업청) 사업시행계획 공고

과제 공시(전문기관)

과제발굴·제안(중소기업)

구매협약동의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공고(전문기관)

추천서 발급(투자기업)

사업계획서 신청(중소기업)

과제발굴·제안(투자기업)

과제검증 (관리기관·전문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사업계획서 평가 → (중소기업청)최종심의·지원여부 확정 
진행절차

연구과제심의

(심의위원회)
시행계획 수립연구과제 확정 협약체결·수행

수행기관 공모
과제 사전검토

(현장 및 본사)
응모기관 평가

과제제안

(남부발전 홈피)

[일반연구]  건설기술처 연구개발부   070-7713-8535

[현장연구]  조달협력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지원부   02-368-8712

문의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KOREA SOUTHEN POWER CO.,LTD.

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20 21
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우선구매0403 협력연구개발사업

목  적 목  적

지원대상 지원대상

진행절차

진행절차

운영실적

(’11~’15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 발전 5사가 공동으로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및 기술자원으로 

발전회사가 필요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분석화를 통하여 발전설비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개발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지원

•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우수 제품의 개발선정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

함으로써 국산화 촉진 및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에 기여

     ※ 근거 :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10. 12. 28 기재부 고시)

* 일간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경쟁기업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개발 선정품으로 확정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발전분야 중소기업 •남전과 공동 연구개발(R&D)한 유형적 발생품

•개발대상 : 부품 국산화 및 신기술 적용 등 중대형 과제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이내(발전회사 75%, 수행기업 25%)

•개발기간 : 3년이내

•지정혜택 : 개발선정품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에 수의계약 가능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문의

연도 업체명 지정품목 유효기간

2014 피앤씨테크(주) 발전기 디지털 보호계전기 ’14. 1 ~ ’17. 1

2014 (주)이앤이파워 여자기 쌍방향 실시간 감시진단 시스템 ’14. 1 ~ ’17. 1

2014 인코시스(주) 도압관 동흡진기 ’14. 3 ~ ’17. 3

2014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블록형태의 LED평판조명,

사이즈가변형 LED다운라이트 조명
’14. 3 ~ ’17. 3

2014 (주)이엠코 배열회수보일러 철산화물 집진장치 ’14. 3 ~ ’17. 3

2015 KLES(주) 다차원 배관 충격완충장치 ’15. 1~’18. 1

2015 (주)제스엔지니어링 복수기 세정장치 Smart Operation System ’15. 2 ~’18. 2

2015 (주)파워엔지니어링 노내 연소 최적화를 위한 미연탄소 분석시스템(국산화) ’15.11~ ’18.11

수행기업 선정 

(발전5사 공동)

연구과제 최종평가 

(발전5사 공동)

협약체결 

(발전5사 공동)

개발제품 활용 

(발전5사 공동)

과제선정 

(발전5사 공동)

사내 과제선정 

(각 발전사별)

참여기업 공모 

(발전5사 공동)

발전사별 과제공모 

(사내, 중소기업)

개발선정품 지정

심의 의결

이의 없을시

개발선정품 확정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
우선구매 시행

개발선정품 지정신청

(기업→사업소)

최종평가 결과 『우수』확정

(특허출원, 사업화 必)

개발선정품 지정

심의위원회(본사주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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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강소기업 육성 특화 상생사업

KOSPO-KISTI 지식멘토링제 지원사업05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내용

•R&D 밀착가이드 및 솔루션 제공으로 연구개발 성공률 향상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협력사 대상

•지원분야 : 기술정보조사, 글로벌 기술정보 등 맞춤형 기술정보 공유

•지원규모 : 매년 20개사 이내

•주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추진방안 : KISTI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추진

알선

알선

번역

사업비 지원

업체추천

사업결과

보고

신청결과 제공

조사, 원문, 번역,  

자문, 교육 신청

과제선정

* KISTI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2년도에 설립된 국가정보연구기관

구분 주요내용

기술정보 조사 분석 •핵심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조사 분석 제공

핵심원문 •기술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문헌 원문제공

정보상담 및 교육 •기술정보활용 상담 및 현장 맞춤형 교육

한국남부발전

(사업총괄)

번역

서비스업체

해외

정보기관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필요시, 관련 

전문가)

중소기업

기타

지원사업

추진절차 지원여부 결정

(남부발전)

멘토링 신청

(중소기업)

멘토링 실시

(중소기업·KISTI)

기업모집안내

(남부발전·KISTI)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KISTI)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958-5114      www.kisti.re.kr

문의

06 보유기술 이전 및 지원

목적

지원내용

주요 수익창출 
기술이전

지원대상

•남부발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중소기업 매출증대

•이전기술에 대한 지속적 기술 지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력 고도화

•산업재산권과 연구개발과제 성과물의 유·무상 이전 및 사업화 지원

•남부발전 산업재산권 및 연구과제 성과물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이전대상 기술

- 남부발전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 연구개발과제 성과물 : Know-how, 알고리즘 등 무형자산

진행절차

실시기술명 년도 실시기관

미분기 복합 집진 장치 ’11. 11 ㈜제이텍

고온고압계통 Bimetallic STM Trap ’11. 12 동서산업

중소규모 발전소 운영을 위한 ONE-BOARD형 관리시스템 ’12. 04 ㈜이메인텍

Labyrinth Stack Flow Patten Trim을 이용한 고차압 제어기술 ’12. 09 키밸브기술㈜

보일러의 미연탄소 분석장치 ’12. 11 파워엔지니어링

화력발전소의 벨트 트리퍼 장치 ’12. 11 하이텍산업개발

배열회수 보일러 철산화물 집진장치 ’13. 05 ㈜이엠코

풍력발전기 원격감시 및 고장진단 시스템 ’13. 10 ㈜렉터슨

이동식 터빈 로타 블레이드 스케일 제거장치 ’13. 11 티엠디

초임계 압력 석탄보일러 고성능 버너장치 ’14. 04 ㈜씨이씨(안산)

고온고압 메탈시트 볼밸브 ’14. 12 비티엑스

기술이전 협약체결

(남부발전·중소기업)

검토 및 기업선정

(중소기업)

기술료납부

(남부발전)

기술이전 사업공고

(남부발전)

기술이전 대상조사

(남부발전)

기술이전 신청접수

(중소기업)

엔지니어링처 전력기술실   070-7713-8514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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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 지원기술자료 임치 지원 사업

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기술사업화 원스톱 지원체계

0807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수·위탁 기업간 기술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의 안정적 사용을 동시에 보장

•연구개발과제 수행기업, 기자재 납품, 정비적격 등록업체

•임치대상물

•내용 : 최초 임치계약 수수료, 갱신 계약시 수수료 전액 지원(2회 한도)

구분 특허제도 기술자료 임치제도

권리발생 특허청 심사 후 효력발생 제도 이용순간 추정효과 발생

정보공개 특허 등록정보는 누구든지 복제, 열람 가능 계약상 교부조건을 제외하고 미공개

보호기간
특허등록 후 20년, 

보호기간 만료 시 누구나 사용가능
기술유출이 되지 않으면 영구적 보호가능

수수료 100만원 이상 소요 최초 계약시 30만원

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사업내용)

•공인기관 종합품질보증으로 신제품 개발촉진 및 경쟁력 향상

•소기업 중 부품 및 기자재 제작업체, 발전사 연구개발 수행업체

구분 주요내용

지적재산권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취득비용

•지원 : 총비용의 75%이내(국내 15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

품질인증
•대상 : ISO, 해외규격 취득비용

•지원 : 총비용의 75%이내(ISO 300만원, 해외규격 700만원 한도)

신기술인증
•대상 : NEP, NET, 전력신기술 취득비용

•지원 : 총비용의 75%이내(500만원 한도)

신뢰성인증
•대상 : 한국기계연구원(R-Mark), 한국화학연구원(KOLAS)

•지원 : 총비용의 75%이내(500만원 한도)

추진절차

진행절차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센터   02-368-8761~5 

   www.kescrow.or.kr

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1544-7115 www.kats.go.kr

문의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물품의 생산, 제조방법/시설, 제품 설계도

물질 배합방법/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회사 기밀문서 및 중요계획

관리정보(원가, 재무, 인사 등)

고객 데이터/매뉴얼 등

계약체결임치물의 봉인 및 임치 임치증서 발행

※ 특허제도 vs 기술자료 임치제도

인증취득

(중소기업)

인증비용 입금

(남부발전)

인증비용 신청

(남부발전)

지원승인 통보

(남부발전)

지원업체 선정

(중소기업)

인증시험

(공인기관)

지원신청

(중소기업)

임치신청참여기업공모 임치물 확인



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지원

2,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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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생산성혁신 파트너쉽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3.0

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

지원대상

기간 및 규모

추진방법

주관기관

지원분야

•2·3차 협력사 연간 10개사 내외, 필요시 개별 기업 지원도 가능

•건설분야,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등 미연계 기업 포함

’14년~’23년,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방문,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지원

•대·중소 기업협력재단(한국생산성본부 수행)

기술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추진절차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를 협력기업으로 확산하고, 공급 가치사슬 전체의 생산성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하고자 하는 협력기업

※ 협력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의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

• 주관기업·정부가 자금을 조성하여 주관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종합 지원

추진절차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문의

공정

현장표준화, 품질,

제조혁신 분야

등

경영

자재·구매시스템,

원가관리, 인사  

노무 분야 등

지원협약

(협력재단, 남부발전)

중간점검

(협력재단, 남부발전)

혁신활동 수행

(생산성본부, 중소기업)

성과평가

(협력재단, 남부발전)

선정평가 및 컨소시움  

구성(남부발전)

신청·접수

(남부발전)

현장진단 및 사업계획서 

제출(생산성본부)

사업공고

(남부발전)

사업수행

(위탁기업·수탁기업)

최종평가

(대기업·협력재단)

중간점검

(대기업·협력재단)

성과보고회

(대기업·협력재단)

사업계획접수

(협력재단)

컨소시엄구성

(대기업·중소기업)

선정·지원

(지식경제부)

사업공고

(지식경제부)

협력중소기업 생산성혁신을 위한 컨설팅생산성혁신 분야

분 야 지원 내용(안)

경영·제조 혁신
•개별기업 맞춤형으로 현장 경영관리 프로세스 혁신 지원(PMS 연계)

•제조현장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추진

기술지원
• 제조·공정상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생산기술 지원, 중장기 필요 생산기술 확보전략  

수립, 필요기술 이전 등

수출특화
• 해외진출 컨설팅·교육, 해외시장 조사, 수출대상국 품질·기술 정보 획득 지원,  

품목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지원 등

유통·서비스 특화 • 디자인 전략 컨설팅, 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 전략 수립 지원, 마케팅 교육 지원 등

기타 프로그램
•컨소시엄별 특성에 맞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개발·운영      * 例) ICT 컨설팅, 임직원 코칭 등

협력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직접지원수출활성화 분야

분 야 지원 내용(안)

직접 수출 지원
•수출을 위해 발생되는 직접 활동(관세, 물류대행 등) 지원 등

- 단, FTA 체결 국가의 관세 지원은 제외

수출 촉진 지원
• 해외 특허지원 및 인증/시험/검사 등, 수출대상국 품질·기술 현지화, 수출계약, 통관

서류 등 통번역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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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03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컨설팅과정

•중소협력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

•대기업 수준으로 근로수준 향상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인력난 개선 필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근로제도 개선 지원 필요

※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법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 시행예정

협력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구분 지원대상

일터혁신 컨설팅
•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향상 등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 및 작업조직·작업환경 컨설

팅 등

설비개선 지원 • 컨설팅을 통한 생산성향상 설비개선·구축비 지원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제도 설계 기본방향 수립

현황진단

• 관련 영역의 지원 제

도 설계

• 기업의 기존제도와 적합

성 판단

제도설계 및 개선

• 최종결과 보고

• 제대개선 관련 규정 제·

개정 및 피드백

보고 및 실행

• 기업 사후지원

• 변화관리(교육) 실시

사후관리

04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 
KOSPO파워드림 스타트 사업

추진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 발전 및 에너지 분야, 기타 동반성장 가능한 범위를 포함하여 창업 전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예비창업가 전문가 교육(투자 및 사업계획 교육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 창업 사업화, BM·BMI, 글로벌 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3년이내 창업기업(부산지역 예비·창업기업 우대)

※ 공모전 최종선정시,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사업화 자금지원 가능

•예비·창업기업 기업진단을 통한 사업화 집중교육

진행절차

•엑셀러레이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BM·BMI, 글로벌 진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창업기업 설립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멘토링 지속적 지원(각 5천만원 내외)

** 사업화 자금은 K-STARTUP 시스템을 활용한 POINT 지급방식 활용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주요내용(안)

① 사업타당성 모색 및 분석    ② 시장분석 및 기술전략    ③ 크라우드펀딩 및 엔젤투자    ④ 사업화전략 

⑤ 마케팅(온/오프라인)           ⑥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

인터넷 게재,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최종 5개사 선정

기업진단에 따른 전문가 교육

사업성·기술개발능력, 수출

가능성, 현장사실확인 등

선정평가(요건심사(서면) + 

발표평가 ＋현장실태조사)

사업공고, 신청·접수

(남부발전, 협력재단)

최종선정 및

사업화 집중교육

주관기관-기업 협약 사후관리 등
최종성과물 확인 및

사업비 회계정산

최종평가 및 결과 보고, 

성과여부 평가

협약 및 사업실시,

중간점검
성과모니터링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한국생산성본부   02-724-1114        www.kpc.or.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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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KOSPO 경영닥터단

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기업수준별 생산성 향상지원

사업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KOSPO 경영 
닥터단 역할

• 남부발전 퇴직 예정자의 발전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중소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 임금피크제 적용인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기법, 심화교육 및 기업현장 실습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 컨설턴트로 양성, 재취업 기회 제공

• 전국 사업소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접점조직(9988 플랫폼)을 재정비하여  

기업 애로파악 및 솔루션 제공

• 중소기업 컨설팅 업무 전문성 강화 및 경험 축적을 위한 사업소 “KOSPO 경영닥터” 직원에 사업소  

동반성장 지원업무 및 역할 부여

- (중소기업 멘토제 운영) 전담 중소기업(1개 이상) 선정하여 기업 지원

- (중기 공동연구과제 관리) 사업소별 연구과제 성과관리 및 과제 지원

- (동반성장사업 지원) 국내외 전시회, 해외시장 개척단 및 구매상담회 지원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문의

구분 신청자격 선정기준

퇴직예정인력 남부발전 임금피크제 적용인력 근무경력, 학력, 자격면허 등

중소기업 및

2차 협력기업

기자재 및 정비적격, 연구개발,

거래실적업체

경영상태, 기술력 및 자격, 거래실적

(납품, 연구개발 수행 등)

기계 / 전기 / 제어 / 화학 / 구매 / 교육분야

간사(동반성장 담당) 자문(KOSPO 경영닥터)

중소기업 지원

9988 플랫폼

KOSPO 그린팩토리 지원사업05

사업목적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남부-中企 공동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통한 환경경영 Win-Win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 에너지 절감 기반구축 및 고정비용 절감을 통한 신규고용 창출

•탄소배출권 획득을 통한 남부발전 연간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절감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구분 지원대상

컨설팅 • 에너지 진단,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에 따른 감축효과 산정

설비구축 • 온실가스 감축 설비(부대설비 포함) 구축·유지보수

에너지 진단 컨설팅 및 탄소배출권 

획득관련 경험 보유
온실가스 저감설비 납품·설치 실적 보유

컨설팅 설비구축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업선정신정평가 협약체결기업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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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O 내일채움공제 사업07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협력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지역 내 우수인력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튼튼한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신정부 국정과제 적극 이행

•부산, 경남지역 남부발전 협력기업·조선기자재 기업·사회적기업

※ 가입제외 대상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휴·폐업, 세금(국세) 체납기업 등

•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시, 재직기간에 남부발전,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적립금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

진행절차 남부발전 기업·

(핵심인력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업체 가입대상

기본요건 확인)

남부발전

(사업공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안내 및 승인)

* 5년간, 34만원/월 적립

핵심인력 만기 수령액
인당 공제납입금 분담

남부발전 중소기업 핵심인력

21,234,000원

* 월 납입 34만원, 과세 전, ’17년 4분기 

기준이율 적용

10만원 /월
(5년간 600만원)

14만원 이상 /월
(5년간 840만원)

10만원 / 월
(5년간 600만원)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선금지급08

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사업내용)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남부발전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또는 물품제조계약

•계약이행 기간이 30일 이상인 계약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계약의 지급률 한도를 계약금액의 70%로 설정

•계약상대자가 70%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

※ 선금 신청시 제출서류 : 선금지급신청서 및 각서, 선금사용예정내역서,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 세금계산서 각 1부

진행절차

계약상대자 ⇨ 계약의뢰자 남부발전 ⇨ 협력사남부발전 ⇨ 협력사

선금 지급(14일 이내)선금 신청
선금 확인

(지급후 20일이내)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070-7713-892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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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2, 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상생결제 시스템09

개 념

추진목적

상생결제흐름도

주요내용

•대기업의 현금결제를 채권화 함으로써 협력사의 자금결제 모니터링 강화

•2·3차 대금지급 모니터링으로 지급지연,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상위 협력사 경영악화 영향 파급방지로 건전한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

동반성장부   070-7713-8963

재무예산실   070-7713-8144

문의

•만기결제입금

•실적모니터링

•매출채권할인

•실적모니터링

•매출채권할인

•실적모니터링

매출채권결제

(상환청구권없음)

납품 납품

매출채권결제

(대기업신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예치계좌운영)

상생결제시스템

모니터링시스템

1차 
협력사

2~N차 
협력사

대기업

은행

매출채권결제
(대기업신용)

납품

•중소기업의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음

•대기업 수준의 낮은 수수료로 금융비용도 평균 50%절감 가능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상환청구권 없음, 예치계좌 운영)

•현금추적은 불가하지만 상생채권은 추적 가능, 협력사의 대금지급 관리 가능

•할인이 필요한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 환출이자 수익발생

소셜임팩트 펀드 투자10

사업목적

투자대상

투자내용

•공공기관 최초 소셜임팩트 펀드 추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소셜벤처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가치 향상 시 자금회수를 통한 실질적 동반성장 체계구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서 기업이미지 제고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남부발전 추천기업 중 다담인베스트먼트가 선별하여 투자

•다담인베스트먼트에서 발굴한 에너지 관련 소셜벤처에 대해 투자전 남부발전이 승인

선정과정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출자금액

5억원

투자액

1~3억/기업

펀드 운용사

다담인베스트먼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를 
통해 3개의 운용사 선정)

존속기간

8년

(투자기간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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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발전설비 민간 경상정비업체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 지원중소기업 기초체력 강화 지원

1211

목적

지원내용(사업내용)

지원대상(신청자격)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운영기관 사업수행으로 회사보유

•교육시설 활용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동반성장 도모

•교육비 전액 무료, 교재 제공, 수료증 발급, 중식 제공

※ 훈련과정 : 복합발전 설비이론 및 운전실습 등 13개 과정

•발전설비관련 중소기업 협력사

진행절차

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내용)

• 정비기술력의 낮은 민간정비업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자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 제고를  

통하여 발전설비 정비신뢰도를 높여 실질적인 경쟁기반 구축

•국내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담당 중소기업

•국가공인 「발전설비별 정비기사」 자격제도 도입

- 자격등급 : 발전설비별 정비기사 1급, 2급, 3급

- 응시자격 : 「발전설비별 정비전문과정」 수료자

•발전교육원 「발전설비별 정비전문과정」 운영

- 교육과정 : 터빈, 보일러, 발전기, 차단기 등 13개 분야

진행절차

교육분야 과정명

향상

과정

복합화력 MHI, GE, SIEMENS 설비 이론 및 운전실습

석탄화력 화력설비 이론 및 운전실습, 정비 일반

전기·제어 계전기, 터빈제어 이론 및 실습 등

기 타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관리, 안전관리 등

수시과정 발전산업 기초과정, 발전산업 입문과정 등

* 운영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하기 위한 사업

교육계획 수립

실시신고

교육생 모집

(남부발전-협약사)
교육실시

교육시행

(발전교육원)

지원신청

(중소기업→발전교육원)

교육시행공고

(발전교육원 홈페이지)

수료증 발급

(발전교육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체결

(남부발전-중소기업)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신인천기술지원센터   070-7713-3231

하동화력본부 훈련센터   070-7713-1666

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하동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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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 기업 안심 사다리 구축

13

목적

지원내용

진행절차

발전회사 고용디딤돌 사업

• 청년(만 34세 미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전소 현장과 밀접한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발전회사 협력 

회사에서의 인턴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 시킨 후 해당 협력회사에의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

•6주 직무교육 비용(262만원) 전액 지원

•6주 직무교육 기간 총 50만원(세전)의 실습비 지원

•3개월 청년인턴 기간 월 150만원(세전)의 급여 지원

•6개월 내 협력회사 취업성공시 취업 장려금 100만원(세전) 1회 지원

※ 1인당 총 862만원의 금전적 혜택

•6주간의 직무교육을 받은 청년인턴을 무상으로 3개월간 활용(단, 4대보험 회사부담분만 부담)

-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양질의 OJT 및 멘토링은 제공 필요

•직무능력이 향상된 우수 인재를 3개월간 검증 후 채용 가능

청년인턴(3개월)

(중소기업에서

인턴프로그램 실시)

직업훈련(6주)

(발전교육원

직무훈련 실시)

구직자 모집

(발전4사 공동모집)

채용지원(선택)

(중소기업 채용 지원

(100만원/인))

협력회사

청년구직자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인재경영부   070-7713-8213

문의



신제품 판로개척 분야

수출촉진 파워플랫폼 구축

에너지 기업과 협업 인프라

성과공유형 동반진출 사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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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현지 바이어 1:1 

맞춤형 수출상담회 개최

현지 발전소 및 

수출 유기업 방문

각 국의 수출 유력기업 

벤드등록 설명회 개최

현지 진출 한국기업과 

간담회 시행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국내·외전시회 지원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제품을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으로 판로개척, 신기술·신제품의 정보교류, 

판매촉진 및 홍보기회 제공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발전회사에 납품, 시공, 공동연구개발, 정비적격업체, 공급자  

관리 등록업체 및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 제작업체

•전시회

진행절차

구분 지원금액 비 고

국내 전시회 기업당 300만원 한도 부스 임차료 및 부대비용

국외 전시회 기업당 1,000만원 한도
부스 임차료, 운송료 및 부대비용

단, 항공료, 숙박료 등 여행성 경비 제외

선정결과 통보

(남부발전 ⇨ 협력사)

신청 공모ㆍ접수

(협력사 ⇨ 남부발전)

세부계획 확정

(남부발전)

결과 정산

(남부발전)

전시회시행

(협력사, 남부발전)

사후관리

(남부발전)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문의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주요내용

중소기업 수출촉진 해외시장개척 지원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해외홍보 및 정보교류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전력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국가 발전산업 경쟁력 강화

•상담장 임차비, 통역비, 상담주선비등 지원

    ※ 단,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성 경비 제외

•협력 중소기업, 여성·사회적·장애인·조선기자재 중소기업(10개사 내외)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KOREA SOUTHEN POWER CO.,LTD.46 47

협업

기관

육성

대상

추진

전략

2020
목표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03 중소기업 수출촉진 특화 플랫폼

(KOSPO 마젤란 프로젝트)

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문의

KOSPO 마젤란 I(남부발전, 중소기업청 공동)

창업·벤처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성과를 공유하는 신사업 진출, 수출확대, 일자리 창출을 목표

사 업 명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지원대상 •협력사로 업력 7년이내의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 원/년 지원 (연간 20개 기업내외)

사업기간 •3년 (단, 정부사업 일정과 연계)

지원내용 •인력개발, 컨설팅, 제품홍보 확대 등

- 인력개발 :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문가 채용 지원

- 컨설팅 : 시장전문가 활용, 현지 법률/회계 자문 지원

- 제품홍보 : 잠재 바이어 대상 마켓팅 지원

KOSPO 마젤란II(남부발전, 부산광역시 공동)

부산광역시와 함께 수출잠재력과 기술성을 겸비한 에너지·조선·IT서비스 기술융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발굴 지원

사 업 명 에너지 유망기업 수출동행사업

지원대상 부산소재 에너지·조선 중소기업 (수출규모 100만불 이상)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억 원/년 지원 (연간 10개 기업내외)

사업기간 3년(단, 부산시 사업 일정과 연계)

지원내용 제품개선, TEST BED, 벤더등록, 해외규격인증, 온라인 글로벌마케팅 등

부산 TP 시장조사 등

에너지 유망기업

수출통행사업

총괄 :

한국남부발전(주)

부산광역시

전략 마케팅

•해외시장조사

•TEST BED 지원

•벤더등록지원

•온라인글로벌마케팅

•VR활용 사이버 홍보

제품 현지화

•제품개선

•해외규격인증

서비스 현지화

• 바이어방문,  

초청 수출상담회

주관기관(수행)

시장전문가

KOTRA

민간네트워크

바이어 방문/초청,

시장조사 등

자문컨설팅

수출

유망기업

KOSPO 마젤란 프로젝트

중소기업 수출촉진 플랫폼

남부+중소기업청

수출 초보 내수기업(20개사/년)

1억불 수출 달성(기업당 170만불 수출, 60개사)

남부+부산광역시

수출 유망 선도기업(10개사/년)

제품 현지화 지원(기업당 1억원 지원/년)

2억불 수출 달성(기업당 500만불 수출, 40개사)

인력개발

•전문가 양성

•전문가 채용

컨설팅

•시장 전문가

•법률/회계 자문

제품 홍보 확대

•국제 전시회

•수출 촉진회

•해외 자사화

전략 마케팅

•시장조사

•사이버 마케팅

•TEST BED

•벤더 등록

제품의 현지화

•제품 개선

•해외규격 인증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방문 상담

•국내 초청 상담

협업 체계 구축 성과측정 및 지원 프로그램 개선 협업 확대

(남부-중기청, 남부-부산시) (미비사항 보완, 프로그램 재롤링) (타공공기관, 민간)

KOSPO 마젤란 인류 최초로 지구일주 대항해를 수행한 마젤란의 도전정신을 현재화한 남부발전-중소기업 수출촉진 플랫폼 

남부발전/정부 공동, 5년간 100억원 지원, 수출 3억불 달성 목표

내부역량 강화 지원(기업당 1억원 지원/년)

3대분야 15개 프로그램 

마젤란 -Ⅰ 마젤란 -ⅠⅡ 마젤란 -Ⅱ

마젤란 -Ⅰ 마젤란 -Ⅱ

역량강화 신시장개척 현지화

로드맵

기반조성

(’16~’17)

정착기

(’18~’19)

확산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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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업과 협업 인프라수출촉진 파워 플랫폼 구축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

문의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04 사업소 기술설명회

목적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내용(사업내용)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기회 제공으로 협력사 판로개척 지원

•신기술인증제품 등 공공구매로 협력사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

•NEP, NET, EPC, GS, 우수조달, 구매조건부 R&D 성공품 보유기업

•중소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후 적정기업 약 25개사 선정 시행

•분야별(기계·전기·제어) 별도 장소에서 제품 설명 및 구매 상담 지원

•제품설명자료, 카달로그, 시제품 등을 이용한 제품 판촉활동 지원

진행절차

•공동개발 성공품

•NEP 등 기술인증품

참여기업 공고

•사업소 담당자가 구매 가능품목 선정

참여기업선정

•사업소 순회 제품 홍보

•설비 담당자와 구매 상담

•구매금액의 1% 성과공유

•성과공유액 사회환원

설명회 개최 성과공유

05 사업소 순회 & 전사 통합 구매상담회

사업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우수제품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실구매 담당자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구매 성사 기대

•구매계약 상담, 상담회 부스 지원, 간담회 식사비, 기념품 등

•기술개발제품 인증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자활용사촌 등

주요내용
각 사업소 및 본사 

실구매 담당자에 

제품 소개

전시 부스 지원
실계약을 위한 

구매상담

구매 관련 

부서장 등과의 

간담회

애로사항 창구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한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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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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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R&D 오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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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06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1번)문의

사업목적 지원절차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술개발 신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판로 개척 지원 및 

혁신 역량을 제고

• 공고형

• 소액

•공공기관에 남품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납품실적

창업 과제
창업 기업등에게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

국외 전시회
일반 중소기업이 신규개발제품 중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

소액 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미미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
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

구분 신청자격

공고형

시범구매

창업과제

(기업) 설립 7년 이하로「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3호의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일반과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제품) 수의계약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내)으로 제품군별 
납품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소액

시범구매
시범구매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제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제품

구분 납품실적

제품군 A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 B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 C 신청 제품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20억원 이하

구분 납품실적

①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② 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온라인 제출

(신청기업)

평가결과 조정 및 확정

(전문기관)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 → 신청기업, 

구매기관)

자격 적합 검토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심의 결과 안내

(전문기관)

구매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규격 적합성 검토

(구매기관, 전문기관)

서면 평가 실시

(구매평가위원회)

구매계약 협의

(구매기관, 참여기업)

대면 평가 실시

(신청기업, 전문기관)

평가결과 조정 및 확정

(구매심의위원회)

진도관리 및 최종보고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

구매 심의

결과 통보

제도설계 및 개선

자격검토

결과 통보

구매 계약

보고 및 실행

구매평가

구매계약

사후관리

구매심의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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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를 통한 사회공헌 최우수/우수협력사
(KOSPO Best Supplier) 제도

성과공유형 동반진출 사업성과공유형 동반진출 사업

0706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략적 성과공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발전회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정한 배분)에 의거, 원가절감 등 협력활동  

성과의 이익금을 분배하여 사회환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혜택 받은 기업

•6대 분야 8개 유형, 관련 매출액의 1~5% 성과공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생 빛 드림 사업』 추진

•중소기업 성과공유기금을 활용한 부산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상생프로그램 발굴 필요

•중소기업과 취업대학생간 Job mis-matching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일·학습병행제와 연계, 지역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홍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지원

•중소기업은 기업현장 체험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현장체험 및 SNS 등 기업홍보 활동

•사업비 : 중소기업 성과공유기금 1억원(1인당 5백만원 장학금 지급)

성과공유

6대 분야

1 기술개발

2 기술이전

3 원가절감

4 판로지원

5 경쟁력 강화

6 공동진출

8개 유형

1 현금보장형

2 특허공유형

3 장기계약형

4 물량확대형

5 시제품 보상형

6 품질향상형

7 단가반영형

8 제휴알선형

목적

최우수협력사 
(Best of Best 
Supplier)

우수협력사 
(Best Supplier)

•KOSPO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우수성과를 달성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내외 홍보

•우수 중소협력사에 대한 KOSPO 인증을 통한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및 성과공유

• 선정대상 : 3년간 발전원가 절감 기여한 우수협력사 중 매출증가, 일자리 창출 등 지속성장한 기업으로서  

2, 3차 협력사 지원 선도기업

•선정기준(본사 팀장급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점수(합계) 순으로 선정)

•선정대상 : 발전 기자재 국산화 및 신공법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기여 협력사

•선정업체(3개사 내외) 및 선정기준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문의

우수 중소기업 정보 부재대학생 우수인재 채용 난 상존
중소

기업

※ 부정적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 발생 협력사 사전 검증 후 원천 차단

구분 신청수 추천주관 선정기준

발전관련

전분야
3개사 전처/사업소

국내외 매출증가, 일자리 창출, 영업이익 증가,

2 ,3차 협력사 지원 등

구분 신청수 추천주관 선정기준

기 자 재 1개사 전처/사업소 기술수준, 협력관계, 2, 3차 협력사 지원 실적

발전정비 1개사 전처/사업소 정비품질 향상, 신뢰도, 2, 3차 협력사 지원 실적 등

건 설 1개사 건설처/사업소 건설공기 준수, 품질 향상, 2, 3차 협력사 지원 실적

※ 부정적 언론보도 및 사회적 물의 발생 협력사 사전 검증 후 원천 차단

인증혜택 구분 혜택

지원기간 인증 후 2년간

인증혜택

① 동반성장 지원 사업 우선 지원(경쟁력 강화, 판로개척 분야)

② 사업화비용 100% 지원(최대 1,000만원)

- 신제품(NEP)인증, 산재권, 품질인증 취득

③ 기업 안전진단 사후관리 비용지원(최대 1,000만원)

진행절차

선정결과 통보

(남부발전 ⇨ 협력사)

추천 및 공모

(남부발전 본사 및 사업소

⇨ 본사 창조기술팀)

우수협력사 시상 및 지원

(남부발전 ⇨ 협력사)

※ BOB 선정 기업의 2, 3차 협력사에 우수협력사 상당하는 혜택 부여

동반성장부   070-8250-9988(ARS 2번)

중소기업 홈페이지   9988.kospo.co.kr

문의



Must Know Info

기업 규모별 추천 상생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핫라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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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택가이드

01 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사업 선택가이드

기업 규모별 추천 상생프로그램

특 징

성장 필요사항

기업과제

성장전략

필요지원사업

•국내 성장기반 확보

•납품안정/공정개선 필요

•생산개선, 관리혁신

•원가절감, 생산성 제고

•판로안정, 품질관리 우선, 기반 확보 후 사업화 추진

기업 제품

•매출 50억 미만

•전체 협력사의 30~40% 차지

•시장경쟁력 취약, 판로/품질관리 미흡

•범용기술, 표준품

•노동집약적 단품 생산

신기술 공동개발

• KOSPO 지식멘토링제 지원

사업

- 중소기업 필요 기술정보 제공

•보유기술 이전

•인증취득 지원사업

-  지적재산권, 품질인증 등 취득

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산업혁신운동 3.0

- 소기업 공정/품질 혁신지원

•KOSPO Safety Freemium

•선금제도

•상생결제시스템

•발전회사 고용디딤돌 사업

• 소셜 임팩트 펀드

신제품 판로개척

•  사업소 순회 구매상담회 및  

제품설명회

생산개선 관리혁신 생산성 제고 원가절감

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중기업

기술특화 기업

100억 이상

50억 미만

매출

40~50%

전체협력사의

50~100억

매출

매출

15~20%

전체협력사의

30~40%

전체협력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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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택가이드지원사업 선택가이드

중기업 기술특화 기업0302

특 징

성장 필요사항

기업과제

성장전략

필요지원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기술 공동개발 요구

•경쟁우위요소 강화

•해외수출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확보 후 해외 판로 확대 추진

특 징

성장 필요사항

기업과제

성장전략

필요지원사업

•국내 경쟁우위 확보

•역량개발/인재육성 기술지원 필요

•설계능력 제고

•고부가가치화

•인력육성, 생산성 등 경쟁력 강화 우선 추진 후 소규모 연구개발 추진

기업 제품

•매출 100억 이상

•전체 협력사의 15~20% 차지

• 차별화 기술 보유 국내시장 안정적 매출 및  

점유율 유지

•해외시장 소규모 거래

•핵심 전략부품

•핵심 기술력 보유

기업 제품

•매출 50억~100억

•전체 협력사의 40~50% 차지

•국내시장 일정부분 점유

•해외시장 개척 초기단계

•특정 기술우위 제품

•미래 잠재력 보유

신기술 공동개발

•SMP 30 프로젝트

•기술임치제도 지원

- 중소기업 보유 핵심기술 보호

•인증취득지원

- 해외규격 취득지원

기업경쟁력 강화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수출활성화 분야

•발전정비원 육성 위탁교육

- 발전5사공동, 발전정비인력 양성

•발전회사 고용디딤돌 사업

•상생결제시스템

신제품 판로개척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 현지 기업수출상담 지원

•KOTRA 지사화 사업

신기술 공동개발

•현장 연구과제

- 사업소 현안사항 해결위한 R&D

•민관 공동 투자 기술개발 과제

- 중기청 공동, 수요연계 연구개발

•KOSPO 지식멘토링제 지원사업

- 중소기업 필요 기술정보 제공

•Techno Solution 사업

- 산학협업, 사업화 단계 애로해결

•기술임치제도 지원

- 중소기업 보유 핵심기술 보호

기업경쟁력 강화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사업

- 생산성 혁신분야

•KOSPO 경영닥터단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움

사업

- 발전설비, 운전등 무료교육

•발전정비원 육성 위탁교육

- 발전5사공동, 발전정비인력 양성

•발전회사 고용디딤돌 사업

•상생결제시스템

•소셜 임팩트 펀드

신제품 판로개척

• 사업소 순회 구매상담회 및  

제품설명회

•국내외 전시회 지원

•에너지유망기업 수출동행사업

•상생서포터즈

설계능력

제고
고부가가치화

경쟁우위요소

강화
해외수출



同行을 넘어 同幸으로KOREA SOUTHEN POWER CO.,LTD.60 61
  

핫라인중소기업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 및 문의사항에 대해 남전 및 중소기업 전문가와의 직통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중소기업 대표번호 : 070-8250-9988(ARS)

  대표메일 : 9988@kospo.co.kr

•문의사항 메일발송 → 남전담당자 답변 → 중소기업 이메일 및 문자로 결과 수신

  전사 중소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담당조직

•주요 업무

① 발전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 발전기술 안내

②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제도, 아이디어 및 운영상 문제점 발굴·개선 건의

③ 남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모니터링, 상담중소기업 방문응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

•대상 분야

KOSPO 중소기업 지원센터(홈페이지) 핫라인

9988 플랫폼

  경로 : ① 남부발전 사외 홈페이지 / 기업지원센터 / 중소기업지원

 ② https://9988.kospo.co.kr:9043/main/main.do

  주요 구성 및 내용

• 공모 등 공지사항, 지원사업 소개 등(가입자에게 남부발전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공모 등 주

요일정마다 메일과 문자로 알리는 시스템)

① 본사

플랫폼 팀장

중소기업 판로개척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협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정비 적격업체

기자재 공급자

계약자재(기계, 전기, 제어

② 사업소

구분 내용

플랫폼 부장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분야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분야

기계분야

화학분야

판로개척 분야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분야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ARS 번호 안 내 문 구

1번 민·관공동투자, 현장과제, 성과공유, 국내 판로지원 관련 문의

2번 발전5사 협력연구과제, 특화연구과제, 해외 판로지원 관련 문의

3번 선금지급, 기자재 공급자 등록 관련 문의

4번 정비적격업체 관련 문의

0번 중소기업 관련 담당자 문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 ‘남부발전 동반성장센터’

  부서장을 포함한 동반성장부 전 부서원이 플러스 친구 1:1 채팅을 통해 중소기업과 실시간 소통

  중소기업이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사업 추천, 애로사항 건의, 사업 문의사항 등

친구 추가 방법

1  친구찾기 : ‘남부발전’ 검색 2  친구추가

1

2



9988 플랫폼 주요업무 및 연락처

본사

사업소

※ 공통업무 :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아이디어 및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처리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11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113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1145

기계 분야 차장 070-7713-1124

화학 분야 차장 070-7713-1171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1543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1113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하동발전본부 제1발전소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13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133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1344

기계 분야 차장 070-7713-1324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1542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1313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하동발전본부 제2발전소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612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613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중소기업 방문응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소

제어 분야 차장 070-7713-6135

기계 분야 차장 070-7713-6123

화학 분야 차장 070-7713-6151

복합 분야 차장 070-7713-6321

신재생 분야 차장 070-7713-6221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6022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6021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남제주 발전본부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21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213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2147

기계 분야 차장 070-7713-2111

화학 분야 차장 070-7713-2153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2027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2161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부산발전본부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31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3135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3146

기계 분야 차장 070-7713-3111

화학 분야 차장 070-7713-3151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3031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3221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신인천발전본부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품질경영부 직원 070-7713-8765 •정비적격업체등록

계약자재부

직원 070-7713-8916 •기자재공급자등록, 계약자재(기계)

직원 070-7713-8926 •계약자재(전기,제어)

차장 070-7713-8911 •통합구매 및 자재 총괄

동반성장부

차장 070-7713-8962 •정부과제 및 협력과제

차장 070-7713-8961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판로개척

차장 070-7713-896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부 차장 070-7713-8533 •일반과제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76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763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7638

기계 분야 차장 070-7713-7614

화학 분야 차장 070-7713-7751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7525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7531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영월발전본부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702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7141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제어 분야 차장 070-7713-7243

기계 분야 차장 070-7713-7121

화학 분야 차장 070-7713-7162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7022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안동발전본부

구분 직위 전화번호 주요업무

플랫폼 부장 부장 070-7713-5110 •사업소 중소기업 지원업무 총괄

전기 분야 차장 070-7713-5132

•발전소 기술안내(기술상담, 발전설비 견학 등)

•연구개발과제 발굴지원
터빈분야(기계분야) 차장 070-7713-5113

제어 분야 차장 070-7713-5171

구매/판로 분야 차장 070-7713-5533
•구매 관련 안내(예정품목, 수량 및 금액 등)

•선금, 파워에너지론 등 자금지원 안내 및 운영

교육 분야 차장 070-7713-5522 •Champ사업, 산학협력 컨소시움 사업등 안내 및 지원

삼척발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