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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사업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하세요.

바이어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출마케팅의 모든 것!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최초로 인도 뭄바이에 GBC를 설립한 이후 중국, 

미국 등 9개국 14개소에 GB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ONE-STOP’

수출 지원 해외거점

지원 내용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9개국 14개소 경기비즈니스센터

(GBC)가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 주선까지 수출 프로세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 기업모집 : 3,5,7,9,11월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안내

문의전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46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2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135

경기도 기업의 글로벌 수출도우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GBC 해외마케팅 대행(지사화) 사업

주요 기관 연락처

수출 관련 상담 안내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성약거래주선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031)259-6189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031)5171-5135

코트라 경기지원단 031)273-6032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 031)259-7852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995-6168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031)259-7618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055)791-3341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3

수출 분야 [기업SOS상담센터(수출·판로 상담)]

지원내용  수출입 관련 애로상담 및 관련정보 제공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문의전화  031)259-6243

FTA 분야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지원내용  FTA 종합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문의전화  1688-4684

통관 분야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지원내용  통관, 관세환급, 외환 등 종합상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문의전화  032)452-3634 

동북아시아 인도·아세안

중국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연변)

인도(뭄바이),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말레이시아(KL), 태국(방콕)

구·미주 중동·아프리카

미국(LA), 러시아(모스크바) 이란(테헤란), 케냐(나이로비)



통상촉진단명 파견 기간 수행 기관

미국(뉴욕, LA) 3 . 2 9 . ~ 4 . 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6

인도(뉴델리, 콜카타) 4.13.~4.16.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97

동유럽(헝가리, 체코) 4.26.~4.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3

대양주(멜버른, 시드니) 5.24.~5.2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3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5.24.~5.28.
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2

베트남(호치민) 5.26.~5.27.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97

중동(두바이, 이스탄불) 6.23.~6.24.
한국무역협회  

031)995-6166

동남아(베트남, 태국) 9 . 6 . ~ 9 . 1 0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3

중국(하얼빈, 톈진) 9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97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9월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2

일본(도쿄, 오사카) 10월
한국기술벤처재단
02)958-6692

북미 자동차부품(미국, 캐나다) 10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97

몽골(울란바토르),중국(북경,상해) 11.7.~11.13.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031)259-7965

아세안(태국, 필리핀) 12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97

수출상담회 모집 기업수 개최 기간 수행 기관

아세안 수출상담회 40개사 4 . 5 . ~ 4 . 1 6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C 수출상담회 65개사 6 . 1 4 . ~ 7 . 9 .

베트남 수출상담회 20개사 10월

중국 수출상담회 25개사 7월

경기코트라지원단
동유럽 수출상담회 25개사 8월

중동 수출상담회 15개사 9월

온라인 전시회 60개사 10월

전 시 회 명 개최 기간 수행 기관

2021 베트남 하노이
국제 베이비&키즈페어

9.23 .~9 .26 .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미국 LA 정보통신박람회(MWC) 10.26.~10.28.
한국무역협회

031)995-6168

2021 홍콩 미용박람회 11.17.~11.19.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인도네시아 산업기계전시회 12 .1 .~12 .4 .
한국무역협회

031)259-7852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CES)

’22.1.5.~1.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2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소비재전시회

’22.2.9.~2.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2

사 업 명 사업내용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내용 해외전시회 개별 및 온라인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모집기간 [1차, 개별참가] 3월중 [2차, 온라인전시회] 6월중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461, GBSA 031)259-6125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

사업내용 수출 유망중소기업 발굴하여 1:1 전담 수출 지원

지원내용 전담 코디를 통한 컨설팅, 수출바우처 제공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765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수출역량 

강화교육

사업내용   CEO 및 무역실무자에게 맞춤형 수출 교육 실시

지원내용   무역실무 및 법령, 시장진출 전략 등

모집기간 연중(권역별 상이, 추후 홈페이지 안내)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765  

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3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내용 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획득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70%, 인증 2개 이내, 1,500만원 한도 내 지원

모집기간 [1차] 2.17. ~ 3.5. [2차] 4.14. ~ 4.27.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96, KTL 02)860-1350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

사업내용 수출 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및 무역금융 보증

지원내용 단기수출보험 등 5종목 8개 상품 지원

모집기간 2월 ~ 자금소진 시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96  

한국무역보험공사 031)259-7638

초보기업

전담멘토

지원

사업내용 수출초보기업에 무역전문가를 매칭하여 밀착 지원

지원내용 멘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도비 50%, 기업부담 50%)

모집기간 [1차] 2.5. ~ 2.22. [2차] 7.1. ~ 7.16.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71, GBSA 031)259-6133

수출기업 

SOS 지원

사업내용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조사,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 지원

지원내용 사업별 150만원 이내, 총 500만원 한도 내 지원

모집기간 [1차] 2.15. ~ 3.5. [2차] 7.1. ~ 7.16.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71, GBSA 031)259-6133

수출기업 

온라인 

전시회

사업내용   B2B 플랫폼(Trade Korea)에 기업별 온라인 전시관 입점 

지원, 검색엔진 마케팅, 홍보 동영상, 화상상담회 등 지원

모집기간 3.8. ~ 3.19.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83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 031)995-616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내용   온라인을 활용한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모집기간 2월~3월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461

 

사업내용    헬스케어(의료, 바이오, 제약, 방역, 화장품 등) 기업 대상  

수출판로 개척 지원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바이어 발굴·상담주선, 통역 등)

모집기간    개최 3~4개월 전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45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7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9

사업내용  해외 유망 전시회에 경기도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장치비 일부, 참가비, 물품 편도 운송료 등

모집기간  개최 3개월 전  /  모집 기업수  사업별 10개사

사업내용    신흥·유망시장에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판로개척 지원

지원내용  상담장 임차, 통역비, 시장조사비, 샘플배송비 등 지원   

모집기간  개최 3개월 전  /  모집 기업수  사업별 10개사 내외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

수출지원 사업

사 업 명 모집 기업수 개최 기간 개최 장소

G-FAIR KOREA 2021 500개사 10.28.~10.30. 킨텍스

사업내용  중소기업 종합품목 전시회 개최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지원내용  전시회 부스비 할인,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지원

모집기간    3월 ~ 9월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219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27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

B2B/B2C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384

SNS 홍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9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1

동남아 판로개척 패키지 경기코트라지원단 031)273-6037

1인 창작자 유튜브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031)8064-1082

※ 2021년 수출지원사업 일정 및 방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    경기도 단독 종합 전시회 개최를 통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

  지원내용    수출상담회(부스비, 바이어 발굴·상담, 통역비, 샘플배송비 등)

모집기간    개최 4개월 전

문의전화    경기도청 031)8008-45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7 

한국무역협회 031)259-7853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전 시 회 명 모집 기업수 개최 기간 수행 기관

G-FAIR 인도 90개사 4.21.~4.2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FAIR 도쿄 45개사 6 . 1 . ~ 6 . 4 . 한국무역협회

G-FAIR 중국 60개사 7 . 6 . ~ 7 . 9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FAIR 호치민 90개사 11.17.~11.1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