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지역

지원기관

공고 제목

신청기간

홈페이지

서울

중랑구

2021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사업 공고

2021.02.26까지

https://www.jungnang.go.kr/portal/bbs/view/B0000117/135095.do?searchCnd=1&searchWrd=%EC%A0%84%EC%8B
%9C%ED%9A%8C&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475&sdate=&edate=&deptId=&deptNa
me=&popupYn=&dept=&dong=&option1=&viewType=&searchCnd2=&pageIndex=1

고양시

2021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1.03.29까지

http://www.goyang.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5&q_bbscttSn=20210122104704554

과천시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공고

2021.02.05까지

https://www.gccity.go.kr/main/board/bbs.do?mCode=B010010000&dongNm=&cfgIdx=2&op=view&idxId=102094

김포시

2021년 김포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2021.02.05까지

남양주시

2021년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02.10까지

https://www.gimpo.go.kr/portal/ntfcPblancView.do?key=1004&not_ancmt_mgt_no=46399&pageIndex=1&cha_dep_c
ode=&searchCnd=not_ancmt_sj&cate_cd=1
https://www.nyj.go.kr/main/185?actionvalue=954f7017d9e436b0161ed84258276678&search_field=TiCoEdFl&action=read&search_word=%EC%A0%84%EC%
8B%9C

동두천시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공고

2021.01.28까지

https://www.ddc.go.kr/ddc/gosiView.do?key=340&no=29944&code=04&searchCnd=SJ&searchKrwd=%EC%A0%84%
EC%8B%9C&dept=&pageIndex=1

부천시

2021년 부천시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 모집

2021.02.10까지

https://bucheoncci.korcham.net/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Id=10135&contId=63388&menuId=410

안성시

2021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2021.01.29까지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3640&mId=0401040000

양주시

2021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1.02.10까지

https://www.yangju.go.kr/www/contents.do?key=211

양평굮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모집 공고

2021.02.05까지

https://www.yp21.go.kr/www/selectBbsNttView.do?key=1119&bbsNo=5&nttNo=138683&searchCtgry=&searchCnd=
SJ&searchKrwd=%EC%A0%84%EC%8B%9C&pageIndex=1&integrDeptCode=

여주시

2021 국내외 주요 축제 및 전시박람회 참가(개최) 지원 안내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yeoju.go.kr/www/jsp/project/gosi/view.jsp?thisPage=1&menuIdx=602&bbsIdx=31790&searchField=1&s
earchText=%EC%A0%84%EC%8B%9C

연천굮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yeon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3524&bbsNo=260&nttNo=58657

용인시

2021년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업체 모집 공고

2021.02.19까지

http://www.yongin.go.kr/home/yiNw/yiNwStable/yiNwStable02/yiNwStable02_01.jsp

의정부시

2021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2021.02.05까지

https://www.ui4u.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0276&mId=0301040000

평택시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2021.02.19까지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65634&mId=0401020000

하남시

2021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2021.02.05까지

화성시

2021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https://www.hanam.go.kr/www/selectGosiData.do?key=171&not_ancmt_mgt_no=31616&not_ancmt_se_code=01,03,0
4
https://www.hsg.go.kr/intro/media/00000074.web?gcode=1002&idx=661297&amode=view&sstring=%EC%A0%84%E
C%8B%9C&stype=title&cpage=1

2021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지역

지원기관

공고 제목

신청기간

인천

남동구

2021년 남동구『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모집 공고

2021.02.19까지

강릉시

2021년 국내외 박람(전시)회 참가지원계획 공고

2021.02.05까지

강원도경제진흥원

2021년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1.02.19까지

http://www.gwep.or.kr/bbs/board.php?bo_table=gw_sub21&wr_id=1280

횡성굮

2021년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hsg.go.kr/intro/media/00000074.web?gcode=1002&idx=661297&amode=view&sstring=%EC%A0%84%E
C%8B%9C&stype=title&cpage=1

제천시

2021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1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가업체모집

2021.01.29까지

계룡시

2021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공주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개별참가 기업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gongju.go.kr/prog/saeolGosi/GOSI_03/sub04_03_03/view.do?notAncmtMgtNo=36117

논산시

2021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nonsan.go.kr/kor/html/sub03/030102.html

천안시

2021 국내 개별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2021.02.03까지

http://www.cheonan.go.kr/kor/sub02_02_01.do

정읍시

2021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예산 소진시까지

http://www.jeongeup.go.kr/buseo/board/view.jeongeup?menuCd=DOM_000001022002000000&boardId=BBS_00000
12&contentsSid=2153&paging=ok&startPage=1&dataSid=359457

곡성굮

2021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지원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gokseong.go.kr/main/?pid=651&page=1&srhWord=%EC%A0%84%EC%8B%9C&srhCate=title&act=view
&seq=23302

나주시

2021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밀양시

2021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계획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miryang.go.kr/web/eMinwonView.do?mnNo=30102000000&owd=&searchCateId=01%2C02%2C03%2C0
4%2C05&searchCnd=0&searchWrd=%EC%A7%80%EC%9B%90&idx=38495

양산시

2021년 상반기 양산시 중소기업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

2021.02.17까지

https://www.yangsan.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7572&mId=0401020000

창녕굮

2021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https://www.cng.go.kr/news/00000372/00000375.web?amode=view&not_ancmt_mgt_no=30040&sstring=%EC%A0%8
4%EC%8B%9C&stype=title&cpage=1

강원도

충청북도

홈페이지
https://www.namdong.go.kr/bizNotice/bizNoticeDetail.do?notice_idx=339&keyfield=title&keyword=%EC%A0%84%E
C%8B%9C
https://www.gn.go.kr/www/selectGosi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Krwd=%EC%
A0%84%EC%8B%9C&key=263&searchGosiSe=01,04,06&gosiNttNo=38437

https://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5233&id=&&bbsNo=18&nttNo=305339&searchCtgry=&
searchCnd=&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http://www.cba.ne.kr/home/sub.php?menukey=172&mod=view&no=22414
https://www.gyeryong.go.kr/_prog/_board/?mode=V&no=8xvCysD3_OIrZHXd3eT1Hg&code=m4_10_02&site_dvs_cd
=kr&menu_dvs_cd=030102&skey=title&sval=%EC%A0%84%EC%8B%9C&GotoPage=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notice/legislation?idx=26895&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0
%84%EC%8B%9C&mode=view#n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