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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
- 6.20∼7.1 공모를 통해 70개사 선정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2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의 2차 공모를 실시한다.
2차 공모에서는 총 7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식료품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전국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지상파 방송광고 실적이
없고 광고금지 품목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된다.

※ ‘22년 지원대상은 총 177개사이며, 1차 선정된 107개사는 방송광고 제작·송출 중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제공받게 되고,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
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
에서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을 70% 받을 수 있다.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방송광고 지원 사업을 통해
업체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전년대비 매출은 평균 31%, 고용은 평균 22.4% 증가했고,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75%, 본 지원 사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났음(’21년 방송광고 지원 사업 효과평가 조사결과)
2차 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공모 접수기간은 6월 20일(월)부터 7월 1일(금)
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누리집(http://www.kobaco.co.kr/smad)에서 할 수 있다.

※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일정은 접수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2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개요 1부. 끝.

붙임

2022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o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o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1사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o 지원방식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송출비 중 선택, 선 제작/송출 후 집행금액의 90% 지급

o 지원매체 : 기업 소재 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지역방송 한정 지역
※ 홈쇼핑광고 및 간접광고
KBS(

),

MBC,

(PPL),

지역민방, 라디오(지역방송),

IPTV,

지역SO

방송광고가 아닌 디지털광고 등은 지원 불가

□ 신청 자격
o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
- 최근 1년 내 지상파 방송광고 집행경험이 없고,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 방송광고 금지품목 제조·판매업종,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등(코바코 홈페이지내 사업 모집 공고문 참고)

o 선정방법 : 비수도권 우선 선발 후 점수 순 선발
① (비수도권 선발) ‘비수도권 지역 소상공인’ 130개사(1차 : 79개사, 2차 51개사) 우선
선정(권역별 쿼터 적용)
- 비수도권 권역별 쿼터는 모집 마감 후 유효 신청 수(자격 통과)를 기준 산정
② (점수 순 선발) 47개사(1차 : 28개사, 2차 19개사)는 지역제한 없이 평가점수 순으로 선발

□ 선정 계획

차수
접수기간
1차 1.28(금) ∼ 2.16(수) 16:00
2차 6.20(월) ∼ 7.1(금) 16:00

선정일
3.8(화)

7.22(금)

지원규모
107개사(79개사 비수도권 우선 할당)

70개사(51개사 비수도권 우선 할당)

※ 1차 모집(107개사) 대상은 봄·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2차 모집(70개사)
대상은 가을 광고송출 희망 사업자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및 신청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 02-731-7317~7321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 www.kobaco.co.kr
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사업신청) : www.kobaco.co.kr/s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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