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단가 및 지원 범위 -

지원분야 기준단가 참여기업 한도

외국어 종이 카탈로그

최대 600만원 (28페이지 기준)

28페이지 아래일 경우 금액하향

최대 3권
ex) 1. 외국어1 600만원 시
    동일디자인 경우 외국어2, 3의   
   경우 300만원 이내로 인정
    2.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600만원 3건 지원 가능
*1개 계약에 다수의 카탈로그 협약 
불가

외국어 포장 디자인

A안 600만원이내
B안 800만원 이내
C1안 200만원 이내
C2안 350만원 이내

최대 1건 (언어 3종 까지 인정)
ex) 같은 디자인에 서로 다른 언어   
   3건일 경우에 A-외국어1 600
    만원 A- 외국어2, 3은 300만원  
    으로 진행가능  

외국어 반응형 홈페이지

A안 700만원 이내
(솔루션활용)
B안 2,000만원 이내 
(자체개발 관리자페이지 필수 포함)

최대 1건 
ex) 같은 디자인에 서로 다른 언어   
   3건일 경우에 A-외국어1 700
    만원 A- 외국어2, 3은 350만원  
    으로 진행가능  
*1개 계약에 다수의 홈페이지 협약 
불가(단, 동일디자인 언어 3종 까지 
인정)

외국어 전자 카탈로그
최대 60어쩌0만원 이내
단순 e-book 형태는 지원불가
(PPT, Prezi등의 형태 불가)

최대 3권
ex) 1. 외국어1 600만원 시
    동일디자인 경우 외국어2, 3의   
   경우 300만원 이내로 인정
    2.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600만원 3건 지원 가능
*1개 계약에 다수의 카탈로그 협약 
불가

외국어 모바일 앱

최대 500만원 이내
(디자인개발지원이며 개발, 프로그래
밍등은 포함하지 않음. 
쇼핑몰 또는 기업 홈페이지의 모바일
App버전 제작은 지원 대상이 아님.)

최대 3건
ex) 1. 외국어1 500만원 시
    동일디자인 경우 외국어2, 3의   
   경우 250만원 이내로 인정
    2.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500만원 3건 지원 가능
*1개 계약에 다수의 앱 협약 불가



- 모든 단가는 VAT 미포함 단가이며, 인쇄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가이외 금액으로 개발 시 금액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국문 결과물은 검수평가시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외국어와 국문 1:1 병용은 가능) 
- 언어 추가는 번역비와 일부 편집에 대한 비용 지원입니다.

번역분량이 적은 경우 50%이내 금액으로 협약하여도 금액조정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어 추가 계약을 진행하
는 경우에 반드시 유의바라며, 번역텍스트를 참여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우 편집비용 일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외국어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최대 100만원 이내

최대 3건
ex) 1. 외국어1 100만원 시
    동일디자인 경우 외국어2, 3의   
   경우 50만원 이내로 인정
    2. 서로 다른 디자인의 경우     
   100만원 3건 지원 가능
*1개 계약에 다수의 상품페이지 협
약 불가

제품디자인
렌더링 지원 1,500만원 이내
목업 지원 3,000만원 내외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 

최대 1건
*1개 계약에 과도하지 않은 다수의 
결과물 제출 가능(단, 기준단가 내에
서 진행하여야함. 렌더링 지원 2건으
로 3,000만원 협약은 불가.)

외국어 동영상

A안 일반형 700만원 이내
(템플릿활용, 기존 영상 소스 활용, 
인터뷰-리뷰형식의 단순 촬영영상 등)
B안 고급형 2,000만원 내외 
(최대 5,000만원 까지 지원)
(Full 3D영상, 특수촬영 등 증빙가능
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00만
원 초과하여 진행 가능)

최대 1건
*1개 계약에 과도하지 않은 다수의 
결과물 제출 가능(단, 기준단가 내에
서 진행하여야함. 일반형 2건으로 
1,400만원 협약은 불가.)

BI / CI

* A안 2,000만원 

심볼, 로고, Basic identity, 

Application identity (APP아이콘등 

10종, 매뉴얼 제작 필수) 

 

최대 1건 

* B안 2,500만원 

심볼,로고, Basic identity, 

Application identity (APP아이콘등 

15종, 매뉴얼 제작 필수) 

 

* C안 3,000만원 

심볼,로고, Basic identity, 

Application identity (APP아이콘등 

20종, 매뉴얼 제작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