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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 중소물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2 사업 개요

   ▪ 주관 : 물류산업진흥재단

   ▪ 대상 

       - 국내 중소물류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분야

물류 프로세스
중장기 운영 전략, 서비스/품질 혁신, 낭비 절감, 재고 관리,

물류비 절감, 콜드체인 등 

물류 현장 물류센터 Lay-Out, 설비, 장비 등 생산성 향상 관련 

물류IT 시스템 혁신, 물류 개선 방안 제시 등 

경영 일반 세무/회계, 노무, 인사 등 

물류 안전 현장 안전 관련 운영 프로세스, 매뉴얼 구축 등 

녹색 물류 기업 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구축 등 

경영 전략 홍보(회사소개서 제작 등)

   ▪ 신청서 접수 기간

       2021. 01. 21. ~ 2021. 02. 26. 까지

   ▪ 컨설팅 기간 

       2021년 3월 ~ 6월 中
        ＊ 3자(재단/수혜기업/컨설턴트)간 협의를 통해 기간 및 횟수 최종 결정



   ▪ 비용 

       - 전액 지원(단, 재단 지원 예산 내)

   ▪ 규모 : 00개 기업(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3 사업 수행 절차

  

        

   

   

 

   ▪ 1차 심사(중소물류기업 여부 확인)

      - 국내 중소물류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2차 심사(세부 심사 항목 평가를 통한 정성・정량적 평가) 

      - 컨설팅 실효성

      - 컨설팅 필요성, 기대효과 

      - 파급효과, 의의 및 향후 계획

         ＊ 평가위원회는 주관기관(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컨설팅 실효성,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위로 

            기업 선정

 

신청서 접수 ▶

수혜기업 심사/선정

1차. 서류

2차. 현장진단

▶

수혜기업 협약체결

(수혜기업/컨설턴트/주관기관)

수혜기업 및 분야에 따라

수행 기간 및 횟수 상이

▼

사후 관리 ◀

점검

중간·수시·완료점검

(보고회 진행)

◀
컨설팅

기업별 맞춤 컨설팅

4 심사 기준 



5 사업 신청 

   ▪ 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필수)

        사업 -> 컨설팅 지원 사업 -> 2021 상반기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온라인 제출서류 

      ① 2021 상반기 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서(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② 표준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최근 2년간(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

      ④ 회사소개자료(재단 홈페이지 신청 페이지 內)

      ⑤ 사진(필요시 별도 요청) 

   ▪ 문의 : 운영2부(컨설팅사업 담당자) 

      - E·mail : mjlee@klip.or.kr

      - 전화 : 02-3279-3204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시, 유사 사업을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본 사업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사전 협의 없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끝.

6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