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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캠코 11개 지역본부, 15개 지부
(서울시, 광역시 및 전국 주요도시)

서울센터
(총괄본부)

지역센터

캠코양재타워 20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www.oncorp.or.kr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자본시장의 투자자 정보를

모아 기업에겐 투자 유치를 투자자에겐 투자처 발굴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입니다.

전국 주요 지역센터 안내도

강릉

인천

수원

청주

대전

전주 대구

부산

지역본부(11)

창원
광주

서울(양재·강남)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의 심사(투자계획 등)를

통해 선정된 자본시장 투자자

자본시장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업구조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투자자 센터
(온기업)

정보 집중 정보 집중

[ 투자 매칭 지원 ]

캠코

[ 기업지원 프로그램 ]

관계기관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

캠코선박펀드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자금지원, 보증제도

등 종합 안내

기업컨설팅 제도
안내



온기업
투자 매칭 지원1

투자 매칭은 온라인 홈페이지(온기업)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나. 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둘.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셋. 캠코선박펀드 프로그램

기업회원 투자자회원

1단계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www.oncorp.or.kr)

2단계
기업
회원가입

투자자 회원 등록 /
투자자 선정

3단계
기업정보 제공 /
투자 검토요청

기업정보열람 /
투자 검토

4단계

기업-투자자 매칭

캠코 
기업지원 프로그램2 공적 지원 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3

온기업

기업 소유 부동산을 캠코가 매입하여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 후 해당 자산을 재임대하여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협업기관 캠코

경영자문/금융지원

차입금 상환 자산인수신청

자산인수 및 임대

협업/지원효과 피드백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진행 절차」

「프로그램 진행 절차」

자산 인수 신청

자산 평가 경영 정상화 평가

현황 조사 및 인수 검토

인수가격 최종 결정

매매계약 체결

경영 정상화 후 우선매수권 행사

재무구조 개선을 원하는 기업과, 투자처를

찾는 자본시장 투자자의 투자 매칭을 지원

합니다.

사모펀드 등을 조성하여 기업의 턴어라운드

(turn-around)를 지원하는 투자자 
투자자

기술력은 우수하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금융시장으로부터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합니다.

기업 금융채무 일원화

효율적 회생 절차 진행 및 DIP 금융 지원 목적

DIP 금융 지원

캠코가 해당 기업 금융채무를 보유해야 함

20억 한도(잔존 원금채권액의 30% 초과 불가)

비대상 : 소상공인(예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재기지원 사업 운영기관과 연계하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지원 사업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바로 연결 가능!

하나. 관계기관 자금지원,
        보증 제도 등 종합 안내

둘. 기업 컨설팅 제도 안내

경영위기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방문·진단하여, 

향후 진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기업 컨설팅 제도를 안내합니다.

셋. 방문상담 및 영상회의 상담

온기업의 회원은 방문상담 및 영상회의 상담 신청을

통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재용선

(BBCHP)함으로써 해운사에 유동성 공급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캠코

❶ 현금출자

❷ 후순위 대출

❷ 선순위 대출 ❸ 매매대금

❸ 선박양도

❹ 용선계약(BBCHP)❺ 용선료 지급

*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 제도를 통한 간접인수 방식

한국 토니지
선박투자회사
(국내 설립)

❻ 원리금 상환

❻ 원리금 상환

❼ 배당 수수
료

수수료

보관
업무
 수행

위탁업무 수행

자산보관은행

해운사(소유SPC)
(BBCHP Charter)

캠코선박운용(주)

선순위 금융회사
Korea Tonnage

Shipping Company
(해외 SPC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