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현황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인프라 구축 (단위: 백만원, 개사)
사업명 예산액 기업수 지원대상 수행기관 지원내용 ’22년 추진실적 (9월) ’21년 실적

총  계 3,290 10,498

수출초보기업 멘토 
지원 180 100

전년도 수출금액 
5백만불 이하 

도내 기업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경험이 풍부한 무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출상담 및 
무역실무 종합 지원• 멘토 컨설팅 비용 50만원, 일부 지원(도 70%, 기업 30%)  

·기업 멘토링 126개사 지원

·수출계약 5.3백만불

·124개사 지원

·수출계약 46백만불

수출기업 SOS 
지원 260 600

전년도 수출금액 
2천만불 이하 

도내 기업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수출상담, 샘플운송비, 외국어 통·번역, 해외시장조사, 
해외홍보용 콘텐츠(카달로그,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기업당 지원한도 500만원(각 사업별 150만원 이내 지원)

·해외시장조사, 홍보콘텐츠 

제작 등 526개사 지원

· 해외시장조사, 

홍보콘텐츠 제작 

등 714개사 지원

  FTA 활용 지원 1,100 6,200
도내 중소 ․ 

중견기업
경기중소벤처
기업연합회

•  FTA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컨설팅, 원산지확인 등 종합 지원 ·FTA컨설팅 등 5,330개사 지원

·FTA 종합 컨설팅 

등 6,360개사 지원

  수출역량 강화 
교육 50 520

전년도 수출금액 
2천만불 이하 

도내 기업

(사)경기도
수출기업협회

• 수출초보기업에 보유 역량별 맞춤형 수출교육 지원

·집중교육 총 8회 중 6회 실시

(목표 320개사 중 237개사 이수)

·특화교육 총 6회 중 4회 실시

(목표 200개사 중 133개사 이수)

·집중교육 8회 실시

409개사 499명 수료

·특화교육 6회실시

302개사 344명 수료

경기안심 수출보험 1,000 3,000
한국무역
보험공사

• 수출거래시 발생하는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의 손실 보상 
및 무역금융 보증 지원 ·1,636개사 431백만원 지원 ·2,301개사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700 78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신청·평가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회외인증 획득·갱신 및 

사후관리의 일부지원 (70%, 인증개수 무제한, 1,500만원 한도)
· 10개사 130백만원 지원완료

· 59개사 500백만원 지원중

·76개사 및 118개 인증,

·626,323천원 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단위: 백만원, 개사)
사업명 예산액 기업수 지원대상 수행기관 지원내용 ’22년 추진실적 (9월) ’21년 실적

총  계 8,610 3,959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 4,000 450

전년도 수출금액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신하여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니스센터 
(GBC)에서 『시장조사-수출거래선 발굴-거래성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

·해외지사화 483개사 포함 

총 1,607개사 지원

·수출계약 62백만불(902억원)

·해외지사화
433개사 포함
총 2,760개사 지원
·수출계약 74백만불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해외 

G-FAIR)
600 125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한국무역협회

• 경기도 단독 종합 해외 전시회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상품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총 2회 개최(도쿄, 태국)
·121개사 지원

·총 4회 개최
 (도쿄, 인도, 

중국,베트남)
·285개사 지원

통상촉진단 600 170
경 기 도 경 제
과 학 진 흥 원 
등 6개 기관

•  해외 신흥·유망시장에 수출초보기업으로 구성된 
통상촉진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수출기업 159개사 지원

·수출계약 23백만불

·226개사 지원

·수출계약 53백만불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400 190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코트라

• 의료·바이오 분야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 간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및 온라인 전시회 개최 지원

·수출기업 122개사 지원

·수출계약 8백만불

· 330개사 지원

·수출계약 26백만불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500 81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

• 부스 임차료 및 장치비, 참가비, 전시물품운송료, 
통역비 등 기업당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4개 전시회 33개사 지원
9개 전시회 

78개사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200 38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전시물품운송료 등 5백만원 

이내 지원
·11개사 지원 86개사 지원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 130 2,000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화상수출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무역상담실’ 무료 

제공 및 수출상담지원(경기R&BD센터 1층)
·913개사 지원
·수출상담 196백만불

·1,570개사 지원
·수출상담 360백만불

온라인 전시회 450 125 한국무역협회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기업 133개사 지원
125개사 

수출상담, 계약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900 300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

• 아마존 등 글로벌 B2B/B2C 온라인몰을 통한 중소 
수출기업 해외 판로 지원

·수출기업 299개사 지원

·판매 8백만불

· 298개사 지원

· 판매 7백만불

수출기업 교류협력 
지원 30 80 (사)경기도

수출기업협회
• 2022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 (수출유공 

도지사 표창 15개사, 수출 프런티어기업 선정 80개사) 
·사업비 교부완료
·지원기업 선정 중

수출유공표창 14명,
프론티어 인증 
기업 100개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200 200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수출시작 단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도모

·수출상담회 2회 개최, 
292개사 지원

·수출계약 15백만불
미추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600 200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 수출기업 물류비(해상․항공) 최대 300백만원 지원 ·수출기업 138개사 지원 ‘22년 신규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 (단위: 백만원, 개사)

사업명 예산액 기업수 지원대상 수행기관 지원내용 ’22년 추진실적 (9월)
’21년 
실적

총  계 1,210 52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 1,050 52

전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코트라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 우수제품을 보유한 수출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수출희망지역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밀착지원으로 글로벌 히트상품 육성  

· 52개사 선정 완료
· 히트상품 10개사 달성
  (목표달성률 100%)

히트상품 
20개사 달성
(목표달성률 

200%)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160 -

도내 
중소기업

경기도 • 도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및 온라인 홍보관, 
바이어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상담회, 물류비 접수 
지원 등 96건 요청 처리

수정 123건, 
개선 3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