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별 지자체 지원금

(*2020. 02. 25 추가)

아래 내용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어 전시회 참가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금 관련 문의는 각 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

강원도

강릉시

강릉시청

033-640-5209

[강릉시] 2020년 국내외 박람(전시)회

2020. 2. ~ 12.

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

참가지원계획 공고

(예산소진 시까지)

&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
=3474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청

041-746-6042

[논산시] 2020년 중소기업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 사업 공고

2020. 1. ~ 12.

http://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
2.html
http://www.cng.go.kr/news/00000372/00000375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청

055-530-1694

[창녕군] 2020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공고

2020. 1. ~ 예산소진 시까지

.web?amode=view¬_ancmt_mgt_no=27201&sst
ring=%EC%A0%84%EC%8B%9C&stype=title&c
page=1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청

055-359-5838

[밀양시]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청

033-560-2356

[정선군] 2020년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경기도

연쳔군

연천군청

031-839-2281

[연천군]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0. 1. ~ 5. (상반기) /
2020. 6. ~ 12. (하반기)
2020. 1. ~ 예산소진 시까지
2020.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http://www.miryang.go.kr/sub/03_01_02.php
https://www.jeongseon.go.kr/portal/openadmin
/adminnews/notification
https://www.yeoncheon.go.kr/index.yeoncheon?
menuCd=DOM_000000103001005000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oti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청

061-339-8293

[나주시] 2020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0. 1. ~ 12.

ce/legislation?idx=24712&search_type=title&se
arch_word=%EC%A0%84%EC%8B%9C&mode=
view
http://www.jeongeup.go.kr/buseo/board/view.je

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청

063-539-5666

[정읍시]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ongeup?boardId=BBS_0000012&menuCd=DO
공고일 ~ 2020. 11. 30.

M_000001022002000000&orderBy=REGISTER_D
ATE%20DESC&paging=ok&startPage=1&categ
oryCode1=A22&dataSid=294240
https://www.hsg.go.kr/intro/media/00000074.w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청

033-340-2359

[횡성군] 2020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2020. 1. ~ 12. (예산소진 시까지)

eb?gcode=1002&idx=655579&amode=view&ss
tring=%EC%A0%84%EC%8B%9C&stype=title&c
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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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http://eminwon.boryeong.chungnam.kr/emwp/
gov/mogaha/ntis/web/ofr/action/OfrAction.do?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청

041-930-3736

[보령시] 2020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박람(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연중 수시

subCheck=Y&jndinm=OfrNotAncmtEJB&contex
t=NTIS&method=selectOfrNotAncmt&method
nm=selectOfrNotAncmtRegst¬_ancmt_se_code
=01,02,04¬_ancmt_mgt_no=30843
http://www.gongju.go.kr/cop/bbs/selectBoardAr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청

041-840-8292

[공주시] 2020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0. 1. ~ 예산소진 시까지

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33&nttId
=332980&pageIndex=1&searchCnd=&searchW
rd=
http://www.jecheon.go.kr/www/webNoticeView.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청

043-641-6674

[제천시] 2020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2020. 1. 14. ~ 예산소진 시까지

do?key=121¬_ancmt_mgt_no=35054&pageUnit
=10&searchCnd2=1&searchCnd=all&searchKrw
d=%EB%B0%95%EB%9E%8C%ED%9A%8C
http://www.gyeryong.go.kr/_prog/_board/?mod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청

042-840-2513

[계룡시] 2020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공고일 ~ 2020. 11. 30.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예산소진 시까지)

e=V&no=mnfuGZYPGEZ89N-Vy2l2g&code=m4_10_02&site_dvs_cd=kr&menu_d
vs_cd=030102&skey=title&sval=%EB%B0%95%
EB%9E%8C%ED%9A%8C&GotoPage=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창원시

세종시

곡성군

창원산업진흥원

세종상공회의소

곡성군청

055-716-7732

070-4163-2727

061-360-8413

[창원산업진흥원] 2020년 창원시 해외마케팅

2020. 1. ~ 2020. 12.

개별지원사업 통합 공고

(예산소진 시까지)

[세종특별자치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국내 판로 지원사업 공고
[곡성군] 2020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공고

http://www.cwip.or.kr/bbs/board.php?bo_table=
b0201&wr_id=316&sca=%EC%88%98%EC%B6
%9C%EC%A7%80%EC%9B%90%ED%8C%80
https://www.sejong.go.kr/prog/announce/kor/s

2020. 2. ~ 12.

ub02_0303/listC/view.do?namno=33395&&pag
eindex=1
http://www.gokseong.go.kr/main/?pid=651&pa

2020. 1. ~ 12.

ge=1&srhWord=%EC%A0%84%EC%8B%9C&sr
hCate=title&act=view&seq=20905
https://www.jungnang.go.kr/portal/bbs/view/B0
000117/129136.do?searchCnd=&searchWrd=&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구청

02-2094-1293

[중랑구] 2020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0. 1. 30.(목) ~ 2. 28.(금)

gubun=&delCode=0&useAt=&replyAt=&menu
No=200475&sdate=&edate=&deptId=&deptN
ame=&popupYn=&dept=&dong=&option1=&
viewType=&searchCnd2=&pageIndex=1

페이지 2 / 4

구분
서울특별시

지역
송파구

기관명
송파구청

전화번호
02-2147-4918

내용
[송파구]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신청기간

홈페이지
http://www.songpa.go.kr/user.kdf?a=songpa.op

2020. 2. 5.(수) ~ 3. 11.(수)

enadmin.news.NewsApp&c=1002&seq=26947
&code=2&cate_id=AG0402000000
http://www.namwon.go.kr/board/view.do?board
Id=BBS_0000005&menuCd=DOM_00000020200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청

063-620-6644

[남원시] 2020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기업

2020. 2. ~ 11

1003000&orderBy=REGISTER_DATE:DESC&start

지원 계획 공고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종료)

Page=1&searchType=DATA_TITLE&keyword=%
EB%B0%95%EB%9E%8C%ED%9A%8C&dataSid
=188771

소공인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

소상공인시장

체

진흥공단

군산시

동작구

고양시
전주시

군산시청

동작구상공회

고양시청
전주시청

042-363-7907

063-454-2734

02-822-3200

031-8075-356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공고
[군산시] 2020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 공고
[동작구상공회] 동작구 2020년 기업전시회
참여기업 지원 안내
[고양시] 2020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063-281-2868,

[전주시] 2020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

2068

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
2020. 1. 22(수) ~ 3. 19(목), 18:00

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9182&
menuId=80001001001

2. 4(화) ~ 2. 28(금)

https://www.gunsan.go.kr/main

1차: 2020. 2. 3(월) ∼ 2월 28일(금)

http://dongjak-

2차: 2020. 3. 2일(월) ∼ 마감까지
(1차 접수기업 미달 시, 선착순)
2020. 3. 2(월) ~ 3. 18(수)
2. 11(화) ~ 2. 28(금)

gu.seoulcci.korcham.net/front/board/boardCont
entsView.do?boardId=1023&contId=67373&me
nuId=198
http://www.goyang.go.kr/www/link/BD_notice.d
o
http://bit.ly/2HceFnJ
http://www.jangheung.go.kr/www/organization/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군청

061)860-5910

[장흥군] 2020년 장흥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2020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news/notification?idx=17236&search_type=title
&search_word=%EA%B5%AD%EB%82%B4%20
%EC%A0%84%EC%8B%9C&mode=view

제주
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기도

제주도

보성군

의왕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보성군청

의왕시청

064-805-3337

061-850-5501

031-345-236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참여기업 모집공
고
[보성군] 2020년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안내
[의왕시] 2020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
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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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예산 소진시까지)

http://www.jba.or.kr/business
http://www.boseong.go.kr/www/open_administr

2020. 12 (예산 소진시까지)

ation/city_news/notice?idx=1117985&mode=vi
ew

2. 26 ~ 3. 3

https://www.uiwang.go.kr/UWKORINFO0701

구분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내용

신청기간

홈페이지
http://www.gwtp.or.kr/bbs/board.php?bo_table

강원도

고성군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91

[고성군] 2020년 고성군 중소기업 수요자맞춤형 지
원사업 공고

2020. 2. 17 ~ 3. 6, 18:00

=sub01_01_01&wr_id=942&sfl=wr_subject&stx
=%EC%88%98%EC%9A%94%EC%9E%90&sop=
and

강원도

삼척시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91

[삼척시] 2020년 삼척시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
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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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7.(월) ~ 3. 6. (금), 18:00

http://www.gwtp.or.kr/bbs/board.php?bo_table
=sub01_01_01&wr_id=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