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1- 363호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 지원사업 공고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2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사업기간) 2021. 2∼ 12월

○ (사업규모) 4개 사업, 270개사 지원

○ (주요내용)

구 분 사  업  명 기업수

4개 사업 270

1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지원 8

2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브로셔·영상 제작) 13

3  공공조달시장 진입지원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입찰초보기업 컨설팅, 입찰정보서비스, 전자입찰실무교육)

249

4  세종 지역 우수기업 홍보책자 제작 -

※ 각 사업은 시행 전 세부적으로 신청서식, 참가 요건 등을 별도 공지 예정

○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제조)

○ (위탁기관) 세종상공회의소

○ (문의처) 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 044-300-4143

붙임 :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국내 판로지원 사업 1부.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 국내판로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 (목적)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수제품 홍보, 이미지 제고 및 기업 매출신장 도모

○ (기간/규모) 반기별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8개사

○ (지원내용) 부스임차·장치비 등 참가비(VAT 제외)의 80% 지원(150만원 한도)

- 단일품목 개최 전문박람회 및 인지도 높은 전시박람회 중심 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 시에도 지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지원

○ (목적) 기업 경쟁력 및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홍보 및 제품 인지도 제고

○ (기간/규모) 반기별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 13개사

○ (지원내용) 제품 홍보 브로셔 및 영상 제작 지원

- 홍보 브로셔(9개사, 100만원 한도), 홍보영상(4개사, 400만원 한도)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목적) 기업의공공조달시장진출을지원하여안정적인국내판로개척지원

○ (지원내용)

연번 사업명 지원내용 비고

1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기업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3개사

2 입찰초보기업 컨설팅
공공조달입찰 참여, 나라장터 등록 등 
조달업무가 처음인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6개사

3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전국의 공공‧민간 발주처의 입‧낙찰 정보를 
관내 기업 대상 실시간‧맞춤형으로 제공
* 업종무관, 상시지원

200개사

4 전자입찰 실무교육 조달청 전자 입찰 실무 등 주제별 교육 추진
* 연 4회

40개사

 세종 지역 우수기업 책자 제작

○ (목적) 지역 우수기업 및 공공조달 관련 기업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 후 관내 공공기관·수요기관(기업) 등에 배포

○ (기간/규모) 연 2회 제작

○ (지원내용) 지역 강소·우수기업 홍보 책자 제작 및 배포

지역 공공조달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