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수행기관 정산절차 안내
※ 다수의 수행기관이 사업비 지급에 따른 절차 및 기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디자인개발/홍보동영상 분야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검수평가 이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접수공지는 바우처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결과물 접수 공지 : 매 달 1회 (4~6주 간격)
검수평가 일정 : 매주 1~2회 (분야별 진행)

2주

수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웹하드제출
결과물, 결과보고서

접수 결과물 취합 후 검수평가진행
평가 결과, 제출서류 검토 내용 바우처 사이트 입력

바우처사이트
결과물, 결과보고서, 정산서류
▼

[정산요청] 클릭
분야별 제출 양식은 첨부의
결과보고 가이드 양식 참고
정산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부가세입금확인증
- 견적서

- 통장사본

- 표준계약서 (부산지역 수출성장사업)

- 세부산출내역서 (내수, 초보, 유망 사업)
※ 정산서류 미비할 경우

제출가능한 서류만 첨부하여 접수
(평가결과 안내 단계에서 보완 가능)

운영기관별 상이

2~5주

운영기관

총괄수행기관

별도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검수승인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
정산서류 보완, 결과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정산보완요청
검수승인
검수결과 성공
정산서류 확인 후 승인

조건부승인

성공

재평가 요청

조정금액 인정
금액
조정 조정된 금액으로 재제출 된
정산서류 확인 후 승인

일부 서류 혹은 결과물 보완
확인 후 승인
보완 제출된 결과물 제출,
재평가 후 평가 결과 재전달
재평가 진행

안내받은 보완 서류 제출,
재평가 후 평가 결과 재전달

보류

재평가 결과물 또는 보완 서류는 수정보고서로 등록 후 반드시
정산요청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야 총괄수행기관에서 확인 가능
재평가 결과물 제출 : export@kidp.or.kr

금액조정 : 기준단가 대비 작업내용 혹은 분량 미흡 등
보류 : 작업 범위, 내용에 대한 설명 미흡 또는 제출 파일 오류 등

※ 상세 사유는 건별로 상이함으로 사이트 내 개별 확인.

재평가 진행시 해당 분야의 차회 평가일에 평가됨으로 상기 일정
보다 추가 기간 소요.

정산서류 세부 검토 후 입금 처리

별도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정산승인 승인 이후 정산처리

운영기관
KOTRA
산업부

KITA

KIAT
중기부

중진공

사업명
소비재 선도기업육성 | 서비스선도기업육성
월드챔프 육성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 수출첫걸음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내수 | 초보 | 유망 | 성장
충북 농수산식품 특화 수출바우처지원

중진공
본청

중진공 사업은 각 지역 본부에서 정산서류 검토 후 본청에서 지급을
담당합니다. 서류 검토와 지급이 동일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타 사업
대비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문의,상담 : 031)780-2146

검수평가 결과 문의 : 031)780-2214

웹하드,사이트이용 문의 : 031)780-2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