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주 중소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독려하여 제주상품을 홍보하고 궁극적

으로는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자 「2022 제주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 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 사 업 비: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정)

❍ 사업기간: 22. 2. 18.(금)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제조서비스업)

❍ 선정 및 지원 제외대상

    - 전년도(2021)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제외

    - 당해 연도(2022) 전시·박람회에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사항이 있는 기업 제외

    - 참가 승인 통보 이전 참가한 전시회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선정·지원 제외

❍ 지원규모: 20개 기업 내·외(선착순 지원)

    - 우대사항: 제주도 인증제품, 제주도 공동브랜드 보유 중소기업

               (3개사 한정 / 우선 지원)

    - 제한사항: 동일 박람회는 최대 10개 기업까지만 참가 가능

    - 참가 승인 통보 이전 참가한 전시회는 지원 제외 대상

❍ 지원범위: 기본 부스임차료(기업 당 2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부대시설, 기타경비, vat 등 부스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지원 제외

    - 개최규모: 50개 부스 이상의 국내 전시박람회 

    - 기업 당 1회 참가지원 및 200만원 한도 지원



❍ 추진절차

 

전시 박람회

모집공고
⇒ 참가 신청 접수 ⇒

참가지원 

승인‧통보
⇒

참가 및 

결과보고
22. 2月

진흥원 홈페이지
22. 2月

(메일, 방문)
진흥원 -> 기업

~22. 12月
참가 후 사후정산

 Ⅱ 신청안내

❍ 신청방법: 참가 희망 전시회를 지정 후 진흥원으로 신청서 접수

❍ 지원방법: 신청서접수→전시박람회 참가→결과보고 후 지원금 사후정산

  * 참가승인·통보 후 선정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지원사업 신청취소 또는 불참하는

    경우 향후 박람회 및 관련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사업 참가신청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서류 목록 비고
- 참가 신청서 1부 붙임서류 1
- 수혜기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서류 2
- 수혜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참가 희망 전시회 브로셔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1부
- 회사 및 제품 소개서 1부
- 제주제품 관련 인증서(JQ 등) 해당업체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 담 당 자: 유통사업센터 상품기획팀 고아라 주임 

  - 접수/문의: ☎064-805-3337 / jba3374@naver.com

 Ⅲ 결과보고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전시박람회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한 결과보고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불가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 제출서류 목록 비고
- 참가 결과보고서 붙임서류 3
- 전시박람회 참가부스비 납부내역(입금확인증 등) 1부
-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참가 박람회 신청서 사본 1부 전시박람회社에 제출한 참가신청서

- 수혜기업 통장 사본 1부

mailto:jba337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