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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G-FAIR KOREA 개최(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사업목적

  국내 최대 중소기업전시회를 개최를 통해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 및 일반 관람

객 대상 제품홍보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지원대상

  국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gfair.or.kr) 온라인 신청

  신청시기: 1월~2월 예정 

 선정(지원)절차 

 전시회 개요

  개최일시 : 2021. 10. 28.(목) ~ 10. 30.(토), 3일간

  개최장소 : KINTEX 

  전시규모 : 500개사, 600부스

  초청바이어 : 해외바이어 400명, 국내MD 200명 이상

 지원내용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 운영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세미나 개최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 일반관람객 유치를 통해 제품홍보 및 시장조사 기회 제공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김미선 031-8008-2196

전시회 신청 국내·외 바이어유치 부스배치 및 홍보 전시회 개최

(1~7월) (5~9월) (8~9월) (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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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지원

 사업목적

  조달청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우수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을 통한 기업 경영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킨텍스 사무국으로 이메일 신청  

  신청시기: 매년 12월~1월말까지

 지원절차 

 지원내용

  경기도 특별관 참가비 지원

   - 운영규모 : 80개사 100부스

   - 참가비(부스) : 1,760천원(도비 지원 1,200천원, 기업 자부담 560천원)

   - 주요내용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기술 홍보

  조달시장 진출지원(구매·수출상담회)

   - 참가기업과 국내·외 바이어 간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 품목 등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상담 매칭

  물품구매 및 공공조달 관련 교육·세미나·설명회

   - 구매실무교육(세미나) : 계약실무, 우수제품 인증제도, 조달시스템, 공사관리 등

   - 공공(해외)조달진출 설명회 :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방안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지선 031-8030-3042

킨텍스 공공사업팀 과장 한경수 031-995-8163

신청 공고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참가비 납부 참가비 환급

제5부 마케팅·판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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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목적

  사회적가치 생산품 공동브랜드 ‘착착착’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매출증대로 사

회적 가치 실현 도모

 지원대상

  도내 사회적가치 생산품* 

   * 장애인기업 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활생산품, 노인생산품 등 

 신청방법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우편 접수

   - 사업공고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內 공지사항 

 지원절차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  시흥꿈상회 입점 및 행사 지원, 명절 착착착 선물세트 패키지 제작 지원, 온라인유통망 입점 및 

마케팅 지원 등

  SNS 및 오프라인 광고 지원

  디자인 개선 및 품질향상 컨설팅, 교육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지선 031-8030-3042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오프라인, 컨설팅, 교육 등)
과장 태준 031-5171-5561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온라인 부문)
과장 장선아 031-5171-5562

사업공고 · 

모집

서류심사

(1차선정)

MD상담회

평가

선정위원회

(2차선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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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게임산업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목적
  도내 중소게임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지원을 통한 수출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구축 도모 

 지원대상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중인 경기도 소재 게임개발 중소기업

    ※ 챌린지마켓은 해당 국가 마켓 진출 계획중인 기업

    ※ 게임스컴/도쿄게임쇼 : 전년도 2회 연속 선정 기업 신청 불가 

 신청방법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접수(https://www.gcon.or.kr/bms/) 

   *  관련 공고문 경기글로벌게임센터(www.gnext.or.kr)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지원절차 

 지원내용

구 분 행사명 / 개최시기(예정) 모집시기 지원기업 지원내용

국내
수출상담회

경기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데이
/ 글로벌위크 기간(9월경)

7~9월경 30 · 참가 지원 
   - 부스 제공(기본디스플레이포함)

· 비즈매칭 지원
   - 1:1 비즈매칭, 전담 통역지원

· 기업 홍보 지원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홍보영상, 디렉토리북)

국내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 11월경 9월경 20

해외
게임전시회

게임스컴(독일) / 8월경 4~5월경 6

도쿄게임쇼(일본) / 9월경 4~5월경 6

해외 
신흥시장
진출지원

챌리지마켓 (3개국)
/ 4월경, 8월경, 10월경

3~4월경

15
· 참가지원/비즈매칭지원/홍보지원
· 항공/숙박 비용지원(1사1인 한정)
  ※ 기업별 2명까지 참가 가능

6~7월경

8~9월경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기간 변경 및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가능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주미애 031-8008-5343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매니저 최가은 031-776-4785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 심사 PT 심사 참가 지원

설문 및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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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 플레이엑스포(PlayX4) - 우수게임기업특별관 참가지원 

 사업목적

  PlayX4 B2C관 내 우수게임 공동관 조성 및 참가지원을 통한 신규 유저확보 및 국내외 판

로 개척 지원

 지원대상

  자체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 중인 기업으로 공동관 내 게임 시연이 가능한 게임기업

   ※ 게임 개발이 완료 및 베타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으로, 베타 테스트 완료 진행중인 기업 포함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playx4@kintex.com)

 지원절차 

 전시회 개요
  개최일시 : 2021. 5.13(목)~ 5.16(일), 4일간

  개최장소 : KINTEX 제2전시장 7~8홀

  전시규모 : 150개사, 전시면적 B2C 22,580㎡

  행사구성 : 전시회, e스포츠대회, 부대행사 등

 지원내용

 공동관 조성(게임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공동관 참가지원)

 언론홍보(게임 전문 미디어 부스 및 사전취재를 통한 홍보기사 배포)

 B2B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사전교육지원, 소비자반응조사 지원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홍민정 031-8008-5342

킨텍스 컨벤션마케팅팀 대리 한상엽 031-995-8162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및
선정

선정기업 OT 및
사전교육

전시회 참가
최종보고 및

성과관리

(2월~3월) (3월) (4월) (5.13~16) (행사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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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마케팅·판로지원

9-6 2021 경기환경산업전(Eco Fair Korea) 개최

 사업목적

  우수 환경기술, 제품, 장비 전시소개로 환경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개요

  일      시 : ’21. 9. 14.(화) ~ 9. 15.(수) / 2일간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

  참가대상 : 도내 환경기업

  주요내용 : 환경산업전시회 및 국내 무역상담회

 신청방법 

  경기환경산업전 홈페이지에(www.ecofairkorea.co.kr) 등록, 우편, 전화, 이메일 등

 지원절차 

 지원내용

 참가기업 기술, 제품, 장비 전시소개

 환경담당 공무원 및 대중소기업 환경 분야 구매담당자와 상담 기회 제공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주무관 김경애 031-8008-3538

킨텍스 공공사업팀
팀장 조 현 031-995-8161

과장 김미희 031-995-8283

사업계획

수립

참가기업

모집공고

참가기업

선정
전시회 개최

사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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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업사이클 기업 판로개척 지원 

 사업목적

  업사이클 분야 스타트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공공구매 및 각종 판로 개척(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등

 지원대상

  지원규모 : 구매상담회 2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5개사(예정)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업사이클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스타트업)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 (중소기업) 최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본사사업자 등록 必

  지원분야 : 업사이클 관련 상품의 공공판로(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경기 남부·북부 구

매 상담회 참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 4월경 

 지원절차 

 지원내용

  구매상담회 및 현장 사업 설명회(공공기관별 발주계획 및 제품 홍보 등), 온라인 쇼핑몰 입

점 지원 등 업사이클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수형 031-8008-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 031-299-79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사이클사업팀 대리 양수영 031-299-7905

모집 공고 서류평가 대면평가 및 선발 사업 수행 입점 및 결과평가

(4월) (5월)  (6월) (6~11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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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업사이클 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목적

  업사이클 분야 스타트업의 경영역량 강화 및 자립 경영 토대 마련을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지원규모 : 5개사(예정)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업사이클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스타트업)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 (중소기업) 최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본사사업자 등록 必

  지원분야 : 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매칭 방식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 3월경 

 지원절차 

 지원내용

  각 1개사별 컨설팅 희망 1개 분야, 최소 5회 이상 컨설팅 기관 매칭 진행, 시제품 제작, 판

로 개척, 제품 디자인 등 사업화 촉진 관련 컨설팅 및 전문가 네트워크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수형 031-8008-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 031-299-79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사이클사업팀 대리 양수영 031-299-7905

모집 공고 서류평가 대면평가 및 선발 사업 수행 결과평가

(3월) (4월)  (4~5월) (5~11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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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사업목적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지원을 통하여 매출 증

대 및 제품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도내 제조업 기반 소비재 및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신청방법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우편 접수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內 공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內 경기지역본부 공지사항

  신청시기: 1~2월

 지원절차 

 지원내용

시행기관 세부내용 방송채널 규모(개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기업당 15백만원 한도 ‘홈앤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
홈앤쇼핑 15

경기도주식회사
기업당 15백만원 한도 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

공영홈쇼핑, W쇼핑, 

NS홈쇼핑 등
30

※ 기업자부담 : 방송 판매수수료 및 기타 방송 준비에 필요한 비용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양영빈 031-8030-3044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과장 이경화 031-254-4833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과장 태준 031-5171-5556

사업공고 · 

모집

서류심사

(1차선정)

MD상담회

평가

선정위원회

(2차선정)

선정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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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중소기업 마케팅 다양화 지원

 사업목적

  기술과 품질은 우수하나, 디자인 개발·브랜딩·판로개척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디

자인 개선 및 판로 다양화로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신청방법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고 시 온라인 접수 

  신청시기: 2월 예정

 사업내용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선 및 제품 사진 촬영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

  SNS 연계 홍보, 판매지원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지원절차 

 지원내용

  (디자인 개선)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선 

 (산학협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바이럴 홍보 영상 제작, 유튜브 활용 영상 홍보 

 (SNS 연계 지원) 바이럴 영상제작, 마케팅 및 공동구매 진행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배경효 031-8030-3045

경기도주식회사 대외홍보실 과장 박봉민 031-5171-5151

사업공고, 접수 평가 선정

디자인 개선, 

바이럴 영상 제작

및 마케팅

온라인/오프라인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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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사업목적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제품 시장 경쟁

력 강화 및 매출 증대 도모

 지원대상

  도내 제조업 기반 소비재 및 농식품분야 중소기업

 신청방법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우편 접수

    - 사업공고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內 공지사항

  신청시기: 1~2월

 지원절차 

 지원내용

  온라인 판로지원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대행, 마케팅 등 지원

     ·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26) : 위메프, 네이버스토어팜, CJ몰, 인터파크, G마켓, 옥션, 신세계몰, 이마트몰, 11번가, 롯데
아이몰, 티몬, 현대홈쇼핑, 동반성장몰, 경기도주식회사(자사몰), 홈앤쇼핑, 쿠팡,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톡스토어, NS
쇼핑, GS리테일, GS샵, 배민상회, 한샘몰, 이제너두, 이지웰, 멸치쇼핑

   - SNS기반 폐쇄몰, 미디어·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 SNS커머스몰 :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등
     · 미디어커머스 플랫폼 : 그립, 롯데온, 네이버라이브쇼핑, 11번가라이브 등

  오프라인 판로지원

   - 대형유통점(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등) 입점 및 판매촉진 마케팅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양영빈 031-8030-3044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오프라인 부문) 과장 태준 031-5171-5556

경기도주식회사 유통혁신실 (온라인 부문) 과장 장선아 031-5171-5557

기업 선정공고

및 접수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및 

선정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성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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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품상세

페이지, 홍보동영상, SNS 마케팅교육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구축 및 경기행복샵 

입점 수수료 할인 지원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행복샵” 입점 및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및 장애인기업

 신청방법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일반공고 메뉴에서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 우편접수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선정(지원)절차

 지원내용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기업당 300만원) 

   - 제품상세페이지제작(필수), 홍보동영상제작(선택), 온라인광고비 지원 등(선택)

 경기행복샵 신규입점 및 매출연동 수수료 할인지원(2%)

   - 경기행복샵 신규입점(1회/월 모집), 스마트스토어 매출연동 수수료 할인지원(최대3년)   

 비대면 언택트 Zoom 라이브 중소기업 매출증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 교육 개최

 중소기업 우수제품 미니스튜디오 제품촬영 무료지원 (경기TP 미니스튜디오)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과장 김태호 031-500-3017

신청서

접  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중간점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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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경기도 청년기업 판로 지원

 사업목적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기업의 전자상거래 채널 입점 지원을 통한 기업

매출 향상 및 자생력 강화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청년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청년기업(대표자가 만20세~39세인 중소기업)

  경기주식회사 홈페이지 (www.kgcbrand.com)  모집 공고에서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

메일 / 우편접수

 선정(지원)절차

 지원내용

  주요 전자상거래 채널(오픈마켓, 종합몰, 소셜커머스)을 통한 마케팅 지원

   - 브랜드관 기획제작, 기업별 개별광고, 온라인·모바일 제품 홍보 등

  전자상거래 채널 최적화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도주식회사 기획조정실 대리 김우진 031-5171-5134

신청서

접  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중간점검 결과보고



Chapter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 139

제5부 마케팅·판로지원

9-14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강화

 사업목적

  사회적경제 기업이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

품 상세페이지, 홍보동영상, SNS 마케팅교육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체 쇼핑몰 구축 

입점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우수제품을 “경기행복샵”에 입점 및 다양한 프로모션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신청방법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일반 공고 메뉴에서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이메일/우편접수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제품 제품 상세페이지, 홍보동영상제작, 광고비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홍보상세페이지, 홍보동영상제작 / 상품촬영 미니스튜디오 제품촬영(촬영장

비대여 및 이미지보정) / 온라인교육쿠폰제공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수수료 : 2%)할인 및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 경기도와 경기TP가 함께 운영하는 「경기행복샵」 온라인 홍보 판로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증대 온라인 홍보 마케팅 전략교육 개최

   - 블로그, 스마트스토어, 검색광고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실무 과정 개설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이준재 031-8008-3582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과장 김태호 031-500-3017

신청서

접  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온라인

마케팅사업

추진

중간점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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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사회적경제 온라인 입점지원

 사업목적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기업 및 제품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구축

 지원대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경기도 내 본사(점) 사업자 등록된 사회적경제 기업

   - 판매 제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보유한 기업 (예: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공고문 www.gsec.or.kr 에 공지,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스마트스토어 공지

  접수기간 : 3월 예정 / 상시 (상세일정 공고문 확인)

 지원절차

 지원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판매지원

  상세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제작 지원 

  스마트스토어 입점을 통한 검색광고 및 SNS온라인 마케팅 지원

  쇼핑라이브 및 크라우드 펀딩 진행 지원 

  스마트스토어 외 유통채널지원(유통가격에 따라 공동구매, 폐쇄몰 등 입점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이준재 031-8008-358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파트장 김근정 032-668-864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대리 황민지 032-668-8648

모집공고

모집공고

신청·접수

신청·접수

통합품평회(4월)

심사

제품선정

제품선정

일반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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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입점지원

 사업목적
  다양한 오프라인 판로지원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매출확대 및 제품홍보를 통한 시장경

쟁력 강화 

 지원대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

   -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경기도 내 본사(점) 사업자 등록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제외: 직접사입, 단순유통 제품은 입점 불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공고문 www.gsec.or.kr 에 공지 

  접수기간 : 3월 예정 / 상시 (상세일정 공고문 확인)

 지원절차

 지원내용

사업 접수일정 주요 내용

통합품평회 및

명절
일반

· 통합품평회를 통해 판로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제품 선정

· 명절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추석 판매전 진행 및 홍보물 제작

대형마트 일반,상시 · 대형마트 입점 판매활성화 지원

홈쇼핑 일반 · 홈쇼핑 방송 송출 지원

제품성 향상 일반
· 제품성향상 지원(제품포장, 브랜딩, 동영상 제작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역량 확대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이준재 031-8008-358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파트장 김근정 032-668-864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주임 양선영 032-668-8646

모집공고

모집공고

신청·접수

신청·접수

통합품평회(4월)

심사

제품선정

제품선정

일반

상시



142 |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Ⅲ 2021년 경기도 지원시책

9-17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의 단순구매 차원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 신규사업 개발 등 

사업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지원 전개

  공공기관 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와 사회적 가치 구매 확산을 위한 교육 · 공공구매 홍

보 전개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신청방법 

  추후 별도 안내

 사업진행시기 (연중사업)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 3월~7월(상반기) / ~10월(하반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홍보책자 : 7월~10월(하반기)

  컨설팅 : 3월~7월(10개사) / ~10월(10개사)

  공공구매 교육 : 비예산 교육(연중수시)/ 예산사업(3월 이후 추진)

 지원내용

  경기도 내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10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홍보책자 제작·배포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진입단계/성장단계) 컨설팅 수행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시 상담 운영

   -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제공 및 공공구매 매칭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공공조달 진입 기초 상담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고태관 031-8008-3588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파트장 김근정 032-668-864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과장 서종민 032-668-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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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사회적경제 협약매장 입점지원

 사업목적

  도내 협약매장(생협, 로컬푸드) 내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입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거래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3항에 해당하는 기업

    - 경기도 내 본사(점) 사업자 등록된 사회적경제 기업

    - 판매 제품 관련법에 따른 면허 혹은 자격증 보유한 기업 (예: 가공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증)

  지원제외: 단순 유통 제품은 입점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공 고 문 : www.gsec.or.kr 공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 3월 예정 (상세일정 공고문 확인)

 지원절차

 지원내용

  51개 협약매장 입점 기회 제공 

    - 월별 프로모션 지원

    - 소비자 제품 피드백 제공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이준재 031-8008-358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파트장 김근정 032-668-8642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성장지원파트 과장 박태수 032-668-8644

협약매장이란? 

·  경기도 내 생협 및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와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곳

·  20년 12월 기준 51개 협약매장 운영 중

사업공고 신청·접수
통합품평회 

심사
방문점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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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에너지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목적
  경기도 특별관 구성을 통해 경기도 에너지비전과 센터의 사업성과 홍보 및 도내 에너지관

련 우수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마케팅 기회 제공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기업(도내 본사, 지사 또는 공장 소재)

 신청방법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 www.ggenergy.or.kr

 지원절차

 지원내용
  경기도 특별관내 부스 지원

    - 기업별 최대 2개 기본부스(3m×3m)제공

    - 기본제공 :  벽체, 바닥, 상호간판, 조명, 전기콘센트,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전기 1kW (변동가능)

    - 기본제공 이외에 홍보물 제작, LAN회선, 가구 임차 등은 개별적 진행

    - 부스참가비 무료, 10개 기업 내외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기후에너지정책과 주무관 신동훈 031-8008-6017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에너지센터 사원 조호정 031-500-3156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및

결과 통보

전시회 준비 

및 참가

전시회 참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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