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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경기도국제교육지역(정부기관) 현황(27개국 41개 지역)

자매결연 체결(10개국 16개  지역) 우호(경제)협력 체결(20국 25개 지역)
권  역 국가ㆍ

지역 외국 도시명
기본현황

체결일
인구(만명) 면적(㎢)

아시아
(6)

일본 가나가와현  924 2,416 ’90. 4.24.

중국

랴오닝성 4,351 148,600 ’93. 10.4.
광둥성 11,521 179,800 ’03.10.20.

허베이성  7,591 188,800 ’09. 6.22.
산둥성 10,070 157,000 ’09.12.11.
지린성 2,690 187,400 ’19.10.30.

북  미
(4)

미국
유타주  327 219,887 ’83. 9.30.

버지니아주 863 110,785 ’97. 4.11.
플로리다주 2,154 170,312 ’00.11.20.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517 944,735 ’08. 5.19.

유  럽
(2)

네덜란드 북홀란드주  283 2,664 ’95. 3.27.
스페인 카탈루냐주 772 32,108 ’99. 3.15.

중남미
(2)

멕시코 멕시코주  1,699 22,351 ’96. 5.13.
파라과이 알토파라나주 70 14,895 ’97. 5. 9.

아프
리카
(1)

남아프
리카

공화국
하우텡주  1,550 18,176 ’95. 5.25.

대양주
(1)

호주 퀸즐랜드주 517 1,852,642 ’97.11. 3.

권 역 국가ㆍ
지역 외국 도시명

기본현황
체결일

인구(만명) 면적(㎢)

아시아
(14)

중국
텐진시  1,561 11,966 ’08. 3.28.
장쑤성 8,070 107,200 ’11 .8.26.

헤이룽장성 3,751 473,000 ’16. 8.12.
대만 타이베이시  275 272 ’00. 6.29.
인도

네시아
남술라웨시주 907 72,781 ’02. 2. 4.

캄보디아 캄폿주  59 4,873 ’02.11.13.

인도
마하라

쉬트라주
12,470 307,713 ’07. 3.28.

카자
흐스탄

알마티주  194 223,924 ’08. 3.26.

베트남
응에안성 355 16,487 ’09. 5.25.
호치민시 883 2,095 ’18. 4.19.

몽골 울란바토르시 145 4,704 ’15. 7.16.
일본 아이치현 753 5,172 ’15.11.10.
이란 카즈빈주 127 15,567 ’16. 2.29.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개발청
1,348 619 ’11. 2.28.

북미
(2)

미국
텍사스주 2,915 695,662 ’07.10.30.
미시간주 1,008 250,493 ’11. 9.30.

유럽
(9)

스웨덴
바스트

만란드주  
27 5,146 ’05.10.24.

터키 이스탄불주 1,546 5,343 ’12. 2.20.

러시아
스베르들롭

스크주
432 194,800 ’12.10.26.

연해주 192 164,673 ’13. 8.27.

노르웨이
아커스후스
(비켄)주

121 24,592 ’15. 2.25.

독일 바이에른주 1,308 70,550 ’16. 5. 2.
프랑스 일드프랑스주 1,217 12,012 ’16.11.16.
에스

토니아
경제통신부 132 45,227 ’18. 2. 7.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192 64,589 ’18.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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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

사업목적
❍ 수출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하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프로세스 전과정 밀착

지원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와판로 개척을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GBC 운영 : 9개국 14개소
동북아시아

(Northeast Asia)
아세안․인도

(ASEAN ․ India)
구․미주

(Europe ․ America)
중동․아프리카

(MENAP)

중국
(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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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LA)
․ 러시아(모스크바)

․ 이란(테헤란)
․ 케냐(나이로비)

지원내용
❍ 수출 全단계 맞춤식 밀착 마케팅 지원 및 각종 수출지원 사업 수행

※ 중소기업의 해외 지사역할 –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온라인 B2C 해외판로 개척 등 

해외마케팅대행  ∙ 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조사→바이어발굴→계약추진’ 등 수출 전과정 통합 지원

온라인 수출 지원  ∙ 비대면 화상상담, 온라인 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수출 지원

거래선 발굴  ∙ 온․오프라인 해외 전시회, 현지 기관 협의, 시장 조사 등을 통해 거래선 발굴 

전시회 참가 지원  ∙ 道 우수상품전시회(G-FAIR) 등 주요 온․오프라인 수출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 인증 및 행정 지원  ∙ 할랄인증, 고스트(GOST-R) 등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및 행정절차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김영록 031-8008-246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과장 송지호 031-259-613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대리 김우진 031-517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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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GBC) 해외마케팅 대행 사업(GMS)
GMS : GBC Marketing Service

사업목적
❍ 해외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경기도의 해외 비즈니스 플랫폼인 경기비즈

니스센터(GBC)가 바이어 발굴에서 계약주선까지 기업의 해외마케팅을 대행하여 도내 수
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대상지역
❍ 인도(뭄바이), 러시아(모스크바),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국(LA), 베트남(호치민, 하

노이), 이란(테헤란), 케냐(나이로비), 중국(상하이, 션양, 광저우, 충칭, 연변), 태국(방콕)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하노이, 연변 GBC의 경우 :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및 협약기간
❍ 2022년 홀수 월 접수 예정, 협약 체결 시 1년간 지원
❍ 모집 완료시 까지 매월 1회 접수(주식회사) 

참가비
❍ 한 지역당 1,100,000원(부가세 포함)  

※ 경과원 限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 한 지역당 100,000원(부가세)
❍ 하노이, 연변 GBC : 참가비 없음

선정(지원)절차 

기업 신청 ▶ 시장성 평가(GBC) ▶ 참가기업 선정 ▶ GMS(밀착 마케팅) ▶ 사후관리

지원내용
❍ 현지 GBC(경기비즈니스센터)에서 바이어 발굴 및 계약 주선
- 현지 마케팅 담당직원이 1인당 5개 내외 참가기업 밀착지원

※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주선, 거래성약 등 기업의 해외마케팅 대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김영록 031-8008-246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과장 송지호 031-259-6136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대리 김우진 031-5171-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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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글로벌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

사업목적
❍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 및 외투기업의 투자유치 연계 사업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 해외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등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등 게시
❍ 신청시기: 3~4월경 (민간전문기관), 4~5월경(도내 기업) 

지원절차
세부계획 수립, 

확정 ▶
민간전문
기관 모집 ▶

선정평가 및 계약

▶
사업추진

▶
사업성과 보고

(도,경과원) (경과원)
(경과원, 

민간전문기관)
(도, 경과원,

민간전문기관)
(경과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활동을 지원,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신규사업 매칭지원

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
❍ 기업별 니즈에 따른 전문해외투자자 및 해외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주무관 강수미 031-8008-277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팀장 연도현 031-776-48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대리 김지연 031-776-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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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운영

사업목적
❍ 경기도 특화산업인 섬유 제조기업의 해외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미국(LA, 뉴욕), 중국(상

해, 광저우), 브라질(상파울루), 베트남(호치민) 해외 인프라를 통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대행, 수출업무 지원 등의 현지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한 거점 운영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GTC 홈페이지 : www.gtc-world.or.kr

지원대상
❍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섬유기업

신청방법(회원가입)
❍ 홈페이지(www.gtc-world.or.kr) 확인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지원절차

참여기업
모집,선정 ▶ 현지 샘플

배송 ▶ 수주활동
전시회참가 ▶ 계약알선 ▶ 오더수주 ▶ 사후관리

지원내용
❍ 해외사무소 운영: 쇼룸 운영(전시 및 상담), 섬유전시회 참가대행
❍ 전문마케터 판로개척지원 : 바이어조사 및 발굴, 섬유마케팅 정보제공(월간)
❍ 애로상담 및 소싱 : 섬유수출관련 애로상담, 바이어 요청 소싱대행
❍ 샘플배송지원 및 사후관리 : 해외사무소 샘플배송지원, 지원사업 연계
❍ 섬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 진행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주인하 031-8030-272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산업팀 차장 김상묵 031-850-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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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수출역량 강화 교육 사업

사업목적
❍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교육 실시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CEO 및 무역실무자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 등 게시

지원내용
❍ 무역실무 및 법령, 수출입통관(물류비용, 관세 등), FTA 활용 등 수출교육
❍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집중 및 특화교육을 기업체 분포에 따라 권역별 추진
- (집중교육) 무역핵심과정 교육(안)

일 차 교육시간 교육 내용

1일차
10:00∼12:00 (알기쉬운 핵심) 무역계약 실무

13:00∼16:00 (온·오프라인) 무역마케팅 전략 

2일차
10:00∼12:00

비즈니스 무역영어, 영문계약서·선적서류 작성 및 취급요령 교육
13:00∼16:00

3일차
10:00∼12:00 국가별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이해 및 대응

13:00∼16:00 수출입 통관 절차의 이해 및 관세환급

4일차
10:00∼12:00 FTA협정 및 원산지 결정기준

13:00∼16:00 주요 업종별(또는 제품별) 원산지 판정실습

- (특화교육) 무역환경 변화 대응 최신 트렌드 교육 운영
Ÿ 국가별 통상이슈 및 전략, 국제환율 변화, 무역환경 트렌드, 시장진출 전략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최원자 031-8008-2765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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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수출기업 SOS 지원

사업목적
❍ 수출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실제 수출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기업 선정 ▶ 사업추진 ▶ 비용정산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샘플 운송비 w 해외바이어 대상 기업제품 샘플 등 해외 운송비

최대
150만원

해외시장 조사
w 잠재 사업 파트너, 거래선 발굴,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 코트라 등 전문기관 활용

홍보콘텐츠 제작 w 제품 동영상, AR 콘텐츠 등 제품 홍보용 콘텐츠 제작 지원

외국어 통․번역 
w 각종 수출 서류의 외국어 번역 지원 및 바이어 방문 시 출장 

통역 지원

수출애로상담
w 수출준비부터 완료단계까지 수출애로 상담 및 현장방문 지원 

수출전문위원 상담전화 (031-259-6243)
무료

(2-12월)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장은실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차장 성미정 031-259-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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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수출멘토링 지원

사업목적
❍ 은퇴한 무역전문가를 활용하여 도내 수출초보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함으로써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상ㆍ하반기

지원절차
온라인 

접수 신청 ▶ 지원기업
선정 ▶ 컨설턴트 배정 ▶ 기업부담금 납부 ▶ 멘토링 시행

지원내용
❍ 은퇴한 수출전문가를 공동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전문가와 기업 1:1 전담 멘토링
- 해외마케팅 전략수립, 바이어 발굴 및 관리 지원, 무역실무 지원, 해외마케팅 사업 안내 및 

멘티기업 현장 지원
- 멘토 : 무역업무 15년 이상 경력의 수출전문가로 구성

❍ 수출기업 SOS 지원사업 연계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장은실 031-8008-217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차장 성미정 031-259-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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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경기도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1:1 전담 수출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히트상품을 창출토록 육성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미만)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참조 및 경기코트라지원단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협약・바우처 발급 ▶ 사업추진

지원내용
❍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통한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참여기업에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공공기관 및 민간수행기관의 다양한 수출지

원서비스를 메뉴판에서 직접 선택하여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바우처 서비스 메뉴판]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 환보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

영업지원

홍보/광고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최원자 031-8008-2765

코트라 경기코트라지원단 대리 장혜연 031-273-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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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해외G-FAIR 개최

사업목적
❍ 해외 진출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개별적인 전시회 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를 신흥시장에서 개최하여 해외판로 개척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개최시기 3개월~6개월 전

추진일정
사 업 명 지 역 개최일 참가기업수

G-FAIR 인도 인도 4월 90

G-FAIR 도쿄 일본 6월 45

G-FAIR 터키 터키 9월 45

G-FAIR 태국 태국 11월 90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공모결과에 따라 지역 및 시기 등 변경 가능

참가비
❍ 한 지역당 1,100,000원

지원절차 

업체 신청 ▶ 시장성 조사
(현지) ▶ 참가기업 선정 ▶ 해당지역 전시회 

참가 ▶ 사후관리

지원내용
❍ 전시상담 부스 구축비, 전시품 운송비, 현지바이어 발굴 및 상담 매칭, 상담 통역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통상전문관 이소영 031-8008-45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과장 홍성민 031-259-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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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해외전시회 단체관 운영 지원

사업목적
❍ 해외 유명 전시회에 단체관을 구성하여 우수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지원)절차 
전시회 신청

(개최3~6개월전) ▶ 신청업체
평가 및 선정 ▶ 참가비 납부 ▶ 전시회 참가

지원내용
❍ 예산지원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 지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원 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지원내용 
- 장치, 운송, 여행사 선정, 출입증 발급 등 전시참가 제반
- 사전마케팅, 현장운영, 사후관리 지원 등 해외마케팅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이은영 031-8008-2462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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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목적
❍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료를 지

원하여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역량 강화 기회 및 판로 개척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는 1월 말 예정

선정(지원)절차

온라인 신청
▶

서류평가
▶

지원 대상 확정

이지비즈를 통한 신청 증빙서류 확인 및 평가 이지비즈 또는 개별 통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 평가
◀

지원금 신청서 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및 평가 전시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접수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직접비에 대해 기업 당 최대 500만원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육가빈 031-8008-246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 대리 오신지 031-259-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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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목적
❍ 섬유/가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개척, 마케팅사업 기회 제공으로 도

내 가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증대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가구 중소기업(국내전시회)
❍ 전년도 수출실적 25백만불 이하 도내 섬유/가구 중소기업(해외전시회)

신청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참조 
❍ 신청시기 : 섬유/가구 전시회별 신청 시기 추후공지

선정(지원)절차
참가기업 
사업신청 ▶ 선정평가

(시장성평가 등) ▶ 참가업체 
선정통보 ▶ 전시회 참가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부스 임차비, 장치비 등 70% 지원
❍ (해외전시회) 부스 임차비, 장치비, 운송비 등 70% 지원
❍ (온라인마케팅) 플랫폼입점 계정비, 물류비, 마케팅비 등 70%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정길훈 031-8030-272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과장 서일교 (가구) 031-850-712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산업팀 대리 김현진 (섬유) 031-85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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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통상촉진단 운영지원

사업목적
❍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지원)절차

참가신청 ▶ 신청품목
시장성평가 ▶ 참가기업 선정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진행

지원내용
❍ 시장정보 제공, 현지 맞춤형 바이어 발굴, 상담장 조성, 통역지원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장은실 031-8008-2171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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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시장개척단 운영지원

사업목적
❍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현

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2,000만 불 이하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시·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소재기업만 참여 가능함

신청방법 
❍ 온라인 공고 확인 후,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또는 직접제출 

* 각 시‧군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업공고 참조 (※ 시·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각 시장개척단 파견 일정의 약 3개월 전에 모집

선정(지원)절차

참가신청 ▶ 신청품목 시장성평가 ▶ 참가기업 선정 ▶ 현지 파견 및 수출상담 진행

지원내용
❍ 시장정보 제공, 현지 맞춤형 바이어 발굴, 상담장 조성, 통역지원, 항공임 50% 지원(1社 1人) 등

※ 시·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지원일정
- 수출지원팀(본사)

사 업 명 파견지역 모집 파견 지원기업(개사)
화성시 동남아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1월 4월 10
성남시 북미 미국(뉴욕), 캐나다(밴쿠버) 2월 5월 10

광주시 대양주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2월 5월 10

하남시 CIS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알마티)
2월 5월 10

여주, 양평 동남아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싱가포르 2월 5월 10

화성시 CIS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자흐스탄(알마티)
3월 6월 10

광주시 동남아 싱가포르, 태국(방콕) 3월 6월 10
하남시 동남아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5월 8월 10
성남시 동남아 베트남(호치민), 캄보디아(프놈펜), 태국(방콕) 6월 9월 10
수원시 중동 터키(이스탄불),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7월 10월 10

성남시 동유럽 폴란드(바르샤바), 루마니아(부쿠레슈티) 8월 11월 10
여주, 양평 아세안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8월 11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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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권역센터 : 파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연천군, 구리시, 고양시

사 업 명 파견지역 모집 파견 지원기업(개사)

경기북부 중남미 
시장개척단(온라인)

산티아고,상파울루, 
멕시코시티,부에노스아이레스

1월 3월 10-15

경기북부 중동 
시장개척단(파견)

이스탄불, 리야드 2월 5월 10-15

경기북부 유럽 
시장개척단(온라인)

바르샤바, 암스테르담, 부다페스트 2월 5월 10-15

경기북부 북미 
시장개척단(파견)

토론토, 실리콘밸리 3월 6월 10-15

대양주 소비재 통합 
시장개척단

시드니,멜버른,오클랜드 5월 8월 10-15

경기북부 유럽 
시장개척단(파견)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6월 9월 10-15

경기북부 중국 
시장개척단(온라인)

타이베이, 상하이, 칭다오 7월 10월 10-15

경기북부 동남아  
시장개척단(파견)

방콕,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싱가포르 8월 11월 10-15

- 서부권역센터

사 업 명 파견지역 모집 파견 지원기업(개사)

안산시 시장개척단 미정 미정 미정 10

부천시 시장개척단 미정 미정 미정 10

광명시 시장개척단 미정 미정 미정 8

- 남부권역센터

사 업 명 파견지역 모집 파견 지원기업(개사)

안성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1월 3월 10

이천시 러시아 
시장개척단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3월 5월 10

안성시 미국 시장개척단 미국(LA, 뉴욕) 7월 9월 10

이천시 동남아 
시장개척단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8월 10월 10

※ 상기 일정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본사) 과장 김윤희 031-259-6146

북부권역센터 차장 이선주 031-850-7122

서부권역센터 과장 구현애 070-7116-4814

남부권역센터 과장 권혁우 070-7726-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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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파견

사업목적
❍ 국내 환경시장 포화, 성장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기업의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신흥 환경시장 수출기반 조성 및 진출 지원

지원대상
❍ 파견규모 : 연2회 / 1회 당 1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며, 사업자

등록증명상의 업태ㆍ종목이 「환경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
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초기화면에서 ‘수출’카테고리 선택 ⇒ ‘진행 중 지원사업’에서 사업 검색
❍ 공고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입력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평가 및 기업선정 ▶ 바이어매칭 ▶ 상담회 개최

지원내용
❍ 환경산업 통상촉진단 파견 지원
❍ 세부 지원내용
- 경기도 환경기업 – 현지 바이어 간 1:1 상담회 개최
- 사전 시장성평가, 맞춤형 바이어 발굴, 상담장 조성, 통역 지원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주무관 김정경 031-8008-3538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대리 엄은솔 031-259-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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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경기 K-의료․바이오 유망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목적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 수출 유망 중소 헬스케어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기회 제공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도내중소기업(헬스케어분야)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접수 ▶  참가기업 선정 ▶ 바이어매칭 및
역량 강화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 후속지원

지원내용
❍ 역량강화 : 사전 홍보물(카탈로그 등) 제작
❍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개최(총 4회) : 바이어 섭외, 상담장, 통역 등 지원
❍ 후속지원 : 상담 후 성과 있는 기업에 후속지원(바이어 교신, 무역서류 검토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유재필 031-8008-2461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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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목적
❍ 마케팅 전문인력 및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기업모집 및 선정

(2~3월) ▶ 설명회 및 교육
(3월) ▶ 사업추진

(3월~12월) ▶ 지원금 지급
(수시)

지원내용
❍ 글로벌 사이트(아마존 등) 입점 및 교육 지원
❍ SNS(위챗 등) 활용 판매지원 및 홍보마케팅 지원 
❍ 해외바이어 정보제공(품목별, 지역별) 지원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지역의 유명 온라인몰 입점 지원
❍ 유튜브 등 SNS 홍보용 콘텐츠 제작 교육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유재필 031-8008-2461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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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온라인 전시회 지원

사업목적
❍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전시관 구

축후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지원)절차 

지원업체 선정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상품 동영상 제작 ▶

검색엔진 광고
홍보이메일 발송 등 

해외마케팅 지원
▶ 바이어 응대 및 

수출 실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분 야 지원내용

온라인 전시관 구축 B2B 온라인 플랫폼 내에 온라인 전시관 구축

검색엔진 배너/키워드
광고 실시

해외 바이어들의 온라인 전시관 유입 증대를 위한 검색엔진 배너 광고 및 
키워드 광고 실시

홍보 동영상 제작 업체별 맞춤형 상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1~2분)

바이어 맞춤형
마케팅 이메일 발송

전세계 241개국 바이어 중 희망 국가 등 선별하여 맞춤형 홍보 이메일 발송 
및 유효 바이어 매칭 후 바이어 인콰이어리 응대 지원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바이어가 구매의사가 있을 경우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30~60분)

실시간 바이어 응대
바이어의 질문에 매칭 전문가가 12시간 내 답변하는 채팅기능을 구현하여 
실시간 응대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이은영 031-8008-2462

’22년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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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

사업목적
❍ 도내 수출 초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통망 온·오프라인 진출을 통한 기업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한 수출 초보 중소기업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고 시 온라인 접수 

사업내용
❍ 도내 중소기업 해외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을 통한 우수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절차

사업공고, 접수 ▶ 평가 선정 ▶ 해외 유통망 입점 추진 
및 운영 ▶ 온라인/오프라인 상품 

판매

지원내용
❍ 해외 (베트남, 중국, 캐나다, 호주 등) 현지 유통사 내 ‘경기도 우수중소기업관’ 입점 지

원, 대형쇼핑몰 행사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티몰, 쇼피 등) 입점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통한 매출연계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아 031-8030-3043

경기도주식회사 유통2실
실장 태준 031-5171-5380

대리 김효영 031-5171-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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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FTA활용지원

사업목적
❍ FTA 협정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품목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종합상담·컨설

팅·교육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 

신청방법
❍ 경기지역 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FTA 1:1 기업맞춤형 컨설팅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안내, 품목분류 확인, 관세율 확인
- BOM 및 원산지소명서 등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 FTA 활용지원 교육 및 설명회
- FTA활용(종합) 실무, FTA사후검증 대비 실무, FTA 전산시스템, 무역실무 및 무역계약, 수출

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
- FTA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CEO대상 FTA 설명회 등

❍ 원산지사전확인 컨설팅 및 교육

FTA 종합상담(월~금 09:00~18:00, 1688-4684)
❍ 품목분류·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등 FTA 관련 종합 상담 지원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주무관 장은실 031-8008-2171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기획마케팅팀 기획마케팅팀장 오재만 031-806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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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 사업

사업목적
❍ 도내 수출 기업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타

진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기업 

신청방법
❍ 디지털무역상담실(DTL) 이용: 통상진흥팀 유선 문의 또는 이메일(grace@gbsa.or.kr) 신청
❍ 무료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 DTS 홈페이지(www.dts.gbcprime.com)에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지원절차
❍ 디지털무역상담실(DTL) 이용

사용 일정 문의 ▶ 일정 확인 및 확정 ▶ 사용신청서 작성 ▶ 디지털무역상담실 이용

❍ 무료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

회원가입 ▶ 화상상담 신청 ▶ 바이어 자동매칭 ▶ 일정조율 및 
화상상담 진행 ▶ 결과보고서 발송

지원내용
❍ 디지털무역상담실(DTL) 이용
- 위치: 경기R&DB센터 1층
- 규모: 총 8개 상담실(중형(6인용) 2개실, 소형(2~3인용) 6개실)
- 주요시설: 화상상담장비(PC, 카메라, 스피커, 모니터 등), 화상상담 프로그램(MS Teams, 

Zoom)
❍ 무료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DTS)
- 기업 제품에 맞는 GBC 소재 10개국 바이어 자동매칭 화상상담 서비스
- 월1회, 최대 3개국 신청 가능,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통역 무료 지원 및 상담 주선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통상전문관 이소영 031-8008-452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상진흥팀 대리 한은혜 031-25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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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해외진출 현장조사 지원사업

사업목적
❍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업의 인적·물적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과 현지시장 확대 유도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연간 3개사 내외
❍ 신청자격 : 경기도 물기업으로 해외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

기 단계인 기업
❍ 지원제외 :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지원비율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해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 관련 공고문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3월경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신청서류 
서면검토 ▶ 사업자 선정

(발표평가) ▶ 지원 결정 ▶ 사업계획 
보완·협의

▶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 사업 착수 및 

진도관리 ▶ 사업 중간보고 ▶ 사업종료, 
사업비 정산 ▶ 사업 최종평가 ▶ 사업 완료, 

결과보고

지원내용
❍ 해외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국외활동비, 기술정보활동비, 샘플제작 및 운반 등)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상하수과 주무관 김지현 031-8008-6887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물산업지원팀 팀장 나지훈 031-98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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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수출 유망 물기업 컨설팅

사업목적
❍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지원을 통해 경기도 물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연간 3개사 내외
❍ 신청자격 :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경기도 물기업 

지원비율
❍ 기업당 최대 6백만원 한도로 컨설팅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gwisc.or.kr) 접수 : 상시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지원 결정 ▶ 컨설팅 협의 및 
실행계획서 수립 ▶ 컨설턴트 배정

▶ 확약서 제출, 
계약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 ▶ 대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지원내용
❍ 물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 (무역분야) 수출계약, 계약서 등 무역서류 작성·검토, 대금회수 등
- (관세분야) 관세 환급, 운송·보험·통관·물류 관련 서류 검토 및 자문
- (법률분야) 대상국의 환경법, 세법 등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기타분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컨설팅 및 자문 등

* 신청기업 필요에 따라 컨설팅사는 기업의 자율선정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상하수과 주무관 김지현 031-8008-6887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물산업지원팀 팀장 나지훈 031-985-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