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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메인비즈 인증관리기관으로서 전통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문화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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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도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Main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김정태 입니다.

메인비즈 협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협회는 15,000여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7개 연합회, 104개 지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혁신형 중소기업 단체이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가를 절감하고 물건을 잘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구동존이( 求同尊異 )’의 소통철학을 갖고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회원기업과 메인비즈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You help me! I can do it!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메인비즈호의 선장으로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항해를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기업과 메인비즈 기업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Main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껏 보여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김 정 태

다.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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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Mission

Values

Vision

Core Value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경영혁신 전문기관

소명의식을 갖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열정을 다한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

인재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탁월한

역량을 갖춘다.

헌신
헌
신

도전

도
전

전문성
전
문
성

가치관

주요연혁
Major History

07 중소기업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시행2006

01

05
11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창립총회 개최

박재천 초대 회장 취임

지식경제부 산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득, 법인등기 취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관리기관 지정

2010

012011 제1회 굿모닝CEO학습 개최

022012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 비전 선포

112013 메인비즈 전국 조직 구축완료(7개 연합회)

022014 박용주 제2대 회장 취임

022017 김정태 제3대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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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Business Area

Business
Area

연합회 및 지회ㅣ 7개 연합회, 104개 지회(2017. 1. 1 기준)

지  회  명

부평, 인천, 인천남동, 인천서, 인천중앙

김해, 녹산, 동래, 마산, 부산, 부산중앙, 사상, 사하,
양산, 울산, 진주, 창원, 통영

경산, 경주, 구미, 대구, 대구동, 대구북, 대구서, 성서,
안동, 영주, 칠곡, 포항

대전, 대전중앙, 대덕, 천안, 서산, 아산, 보령

광산, 광주, 광주중앙, 광주첨단, 목포, 순천, 여수

군산, 익산, 전주, 전주서, 정읍

제천, 중부(증평), 청주, 청주서, 충주

영동(강릉/속초), 원주, 춘천, 동해 

제주

경기광주, 고양,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김포, 반월,
부천, 성남, 수원, 시화,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양주, 이천·여주, 파주, 평택·안성, 포천, 하남,
화성, 화성서

가산디지털,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광진, 광화문,
구로, 남대문, 동대문, 마포, 삼성, 서초중앙, 송파,
양재, 영등포, 테헤란로

대전·세종·충남연합회

광주·전남연합회

전북연합회

충북연합회

강원연합회

대구·경북연합회

부산·경남연합회

수도권

서 울

경 기

인 천

제 주

지  역

굿모닝CEO학습

굿모닝CEO오아시스

메인비즈 인증제도 운영

인증기업 관리

10-100(텐-헌드레드)
육성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NCS)

메인비즈
인증사업

교육지원
사업 

HR지원
사업

정책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년취업인턴제

총 회

회 장

상근부회장

고객지원본부 정책사업본부 경영지원실

전 무

자문위원회

경영혁신연구원

이사회

조직 및 네트워크
Group & Network

본회 사무국ㅣ 2본부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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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Major Business

굿모닝CEO학습

중소기업 CEO 대상으로 진행되는 굿모닝CEO학습 심화과정

참여식 교육, 책임교수제 실시

연 1회, 1기당 평균 참석인원 35명

굿모닝CEO오아시스

교육지원 사업

실질적인 경영의 기술을 전달하는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CEO 대상 조찬세미나

월 1회, 연간 10회 개최 / 평균 500명 참석(서울)

7개 연합회 연간 약 30회 개최

01

02

03

01

02

03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조찬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청년, 장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청년취업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15세~34세 미취업자 정규직전환 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지원금 200만원, 인턴자 1200만원)

만45세 이상 미취업자 신규채용시 540만원/1인당 인건비 지원

(기업지원금 180만원, 정규직 전환후 6개월 간 360만원) 

장년취업인턴제

HR지원 사업

01

01

01

01

청장년층(만18세~69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기업지원금 300만원, 근로자 12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ERP실무교육 500시간을 수료한 대학졸업 예정자 우수인력풀 제공 및 알선

(참여대학: 삼육대, 순천향대, 원광대, 한신대, 경남대)

청년취업아카데미

메인비즈 인증사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메인비즈)관리 기관으로 지정받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및 육성·발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인비즈 인증제도 메인비즈 인증 관련 신청방법, 절차, 주요혜택 등 안내

메인비즈 인증관리시스템(www.mainbiz.go.kr) 운영

메인비즈 인증관리 현재 14,841여 개사(2016. 12. 31. 기준) 메인비즈 인증 기업 관리

01

02

01

12,606 12,001
14,841

2016

2,2162,216

2013 2014

2,460

2,833

13,898

2015

3,187

3,299

협회 회원사

10년내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 100개사 육성

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신한금융투자·한국생산성본부

다자간 공동 육성 체계 구축

중소기업 확산을 위한 인사관리 컨설팅 실시

상시근로자 30인이상 기업대상으로 약1,150만원 컨설팅 비용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역량강화와 성장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00 육성사업
(텐-헌드레드) 

정책사업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01

02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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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메인비즈 인증제도 안내

주 요 사 업 소 개

메인비즈 인증제도

MAINBiz 인증제도란?
Management(경영) + Innovation(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MAINBiz 인증제도 목적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설립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

* 신청기업에서 평가기관 선택 가능

평가기관

* 현장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으로 선정

평가점수

확인여부

700점 ~ 1000점

메인비즈 기업 인증

700점 미만

탈락

메인비즈 기업 확인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666-5001

문의처

신청절차

www.mainbiz.go.kr 

기업
등록

(온라인으로 신청)

확인서
발급

(지방 중기청)

3년간
인증유효
(갱신가능)

온라인
자가진단

현장평가
신청

(평가기관:
신보,KPC,기보)

현장평가
실시

(신규: 55만원,
갱신: 44만원 *VAT 포함)

일반현황·
재무상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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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7000문 의

각 지역 지점문 의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가점 2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요건 완화

기술지킴서비스 신청요건 완화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5점(최대)

산업기능 요원제도 가점 10점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요건 완화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가점 5점

수출역량 강화사업 가점 3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가점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가점 1.5점(제조업 2점)

일학습 연구기관 지정 신청요건 완화

보증료율 0.1%차감(회원사 0.2% 차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율 15% 할인

보증한도 확대, 이행보증료 10% 우대

대출금리 우대 최대 1.65%

02-729-6756문 의

각 시중 은행문 의

각 영업점문 의

시설 및 운영자금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통화전환수수료 면제

C2자금 은행대출금리 우대

혁신형 기업 대출 우대(기간별 시장금리+추가금리)

MAINBiz 인증수수료

메인비즈 인증혜택

가점우대 혜택

02-3460-7677문 의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비용 최대 50% 지원
   (메인비즈 인증기업 선정 시 2점 가점)

02-731-7318문 의

·방송광고제작비 지원사업 참여대상

·TV, 라디오 광고 70% 할인

·DMB 광고 200% 보너스

02-6678-9347문 의

·중소기업 제품TV, 신문, 잡지, 온라인 홍보지원

·TV홈쇼핑 연계 판매지원

02-6678-9322문 의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통합 콜센터 최장 5년 지원

홍보 및 마케팅금융혜택

1666-5001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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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회원사 주요혜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원가입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

가입대상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1666-5001

문의처

전년도 매출액 연회비

50억 미만

50억 이상~100억 미만
100억 이상

30만원

60만원
120만원

계   좌

농협 301-0107-3416-61

신한은행 140-009-000092
예금주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협회비 안내

우대예시

우대절차

신보 보증금액 10억, 보증료율 1% 시       보증료 1천만원

①혁신활동 신청서 작성

②심사항목 간단 체크  ③심사(2~3일 소요)  ④혁신활동 확인서 발급  ⑤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신보 해당 영업점에 제출

혜택적용 : 보증료율 1%→0.2% 차감,  0.8% 적용 = 보증료 800만원 200만원 절감 효과!

www.mainbiz.or.kr 주요사업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우대제도 확인신청서 다운 받기

MAINBiz 인증
*신보 보증료 0.1%p만 차감

MAINBiz 인증
*신보 보증료 0.1%p만 차감

협회 회원사협회 회원사 신보 보증료 0.2%p 차감신보 보증료 0.2%p 차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추가 차감

메인비즈 기업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형성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를 모십니다.

가입절차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팩스 송부

*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www.mainbiz.or.kr)에서 다운로드

* 회원증 우편발송

회원가입 신청 연회비 납부 협회 홈페이지 등재 회원증 발급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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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우대

기업자금관리(I-CMS) 서비스 무료제공

메인비즈협회 회원증 제출로 NH농협은행 기업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농협은행 지점문 의

금융업무 통합관리, 구매·판매·재고관리, 일괄처리, 장부기장, 회계업무처리 등

인사급여관리, 회계관리, 신용카드매출 대사, 고객관리 등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최대 1.65% 우대최대 1.65% 우대 협회회원사 기본 1%협회회원사 기본 1% 거래실적별 우대금리 최대 0.65%p거래실적별 우대금리 최대 0.65%p

NH농협은행, 대출 금리우대(최대 1.65%)

KED, 기업정보 무료 서비스 (1개월)

크레탑 플러스 (CRETOP+)

전국 390만개 기업정보, 법인/개인정보, 거래처 신용관리, 산업정보 등으로 구성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 포털 서비스로 상거래 의사결정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자사의 취급상품별 B2B 영업 타겟 선정과 영업기업 발굴에 안성맞춤

月 사용료 30만원 ▶ 1개월 무료 이용 지원月 사사용료 30만원 ▶ 1개월 무료 이용 지원

유료사용 전환 시 이용료 20~30% 할인 02-2230-2187문 의

전직원 온라인 무료교육 과정 개설

소정의 수강료(3~8만원) 지불 후, 교육과정 수료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100% 환급’이 가능한 교육서비스

금융, 리더십, 성과관리, 비즈니스 스킬, 커뮤니케이션, 물류, 유통, IT, 경영전략 등 직장인 필수 e-러닝 프로그램

고용보험 100% 환급 과정

200여개의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02-2230-2187문 의

공인인증서 활용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 회원사 혜택
www.mainbiz.or.kr

온라인 신청협회 홈페이지
www.mainbiz.or.kr

회원사 혜택 온라인 신청

전자거래의 필수품! 사업자 범용공인인증서 할인

100,000원            70,000원 (VAT 별도)

전자입찰 및 조달 온라인 증명서발급 전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실적신고 온라인 금융거래 전자상거래 전자무역

기업공인인증서 30% 할인

02-2230-2187문 의

KB국민 메인비즈 멤버십 기업카드

메인비즈 회원기업 전용 법인카드!

연회비 면제
포인트리 0.3%적립
인천공항라운지 무료

프리미엄카드 발급
우수이용자(7억 이상) 해외연수

회원기업 기업카드 실적 연동 추가 서비스 (회원사 소속 지회별)

회원사 소속 지회별 이용금액의 0.05%를 해당지회에 지원 02-2230-2199문 의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2015년 굿모닝CEO경주포럼 (회원사워크숍)2015년 굿모닝CEO경주포럼 (회원사워크숍)2016년 굿모닝CEO평창포럼 (회원사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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