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

68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소리통’ 설치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자체사업 / 계속사업

추진부서

건설심사과(☏440-3741)
산업진흥과(☏440-4251)

최종목표
●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공정 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소기업 제조업의 상생 발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소리통 (건설 분야) 】
- 기존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와 통합 운영
- 운영시기 : 2018. 7월부터 ~ 지속
- 운영기관 : 시(건설심사과 총괄),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22개 기관
- 신고대상 : 하도급거래 종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
- 신고내용 : 불법하도급,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불공정한 계약 등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처리
- 점검방법 :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추진(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하도급 실태 점검(정기, 수시)
【중소기업 소리통 (제조업 분야) 】
- 운영시기 : 2019년부터 ~ 지속
- 신고내용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거래 및 지식재산권 침해
- 신고센터 : 산업진흥과, 군·구 중소기업지원부서 10개소
- 운영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BizOK) 사이트’ 활용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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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추진계획
●

중소기업 소리통(건설 분야)
구분

목표

추진계획

비고(이행률)

•대상 :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산하
2018

•중소기업 소리통 홍보
•운영기관 운영 방법 교육

기관(22개), 건설 관련 협회(9개)
•홍보 : 2018. 7. ~ 10.

80%

•교육 : 2018. 10. ~ 11.
•市홈페이지 신고게시판 설치
2019
(지속추진)

: 2019. 1분기
•‘중소기업 소리통‘ 활성화

•‘중소기업 소리통‘ 운영 및 모니터링

100%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 과제 추진
•(상시)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중소기업 소리통(제조업 분야)
구분

목표

추진계획

비고(이행률)

•제도 마련
2018

•기반마련

•신고내용 처리를 위한 TF팀 설치

50%

•운영방식 등에 따른 계획
2019
(지속추진)

•불공정 거래 방지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2019. 2.~ : bizok사이트 신고센터 구축

기대효과
●

건설공사 부조리 근절을 통한 건실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도모

●

중소기업의 불이익 감소 및 기술력 확보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