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공고 제  –  호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해외전시회에 개별 참가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참가비 지원

으로 해외 마케팅에 대한 기업의 역량 강화 기회 및 판로 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2021. 1. 25.

                                               오 산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1년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

 나. 사업대상: 해외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오산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기업

 다.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라. 지원내용

   - 5개 업체 지원(기업당 400만원 한도)

   - 세부 지원 내용 :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 : 콘텐츠 제작비,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등

 마. 선정방법: 공모 → 내부 평가 →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바. 예 산 액: 20,000천원(시비 20,000천원)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1. 1. 25.(월) ~ 2021. 2. 10.(수) 18:00(토·일,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오산시청 지역경제과(☏031-8036-7563)

 라. 제출서류 

     -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서 1부

     - 2021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3.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선정: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심사기준표 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나. 선정 절차

  - 1차: 담당부서 내부 평가 

  - 2차: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다. 선정기준: 사업자 자격 적합성, 창의성, 사업 타당성, 사업운영의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

 라. 선정결과 발표 : 2021년 3월 중(예정)(선정업체는 개별 통보)

4. 보조금 지급,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조금 지급

 나. 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보조금 지급

 다.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제출

5.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제외

나. 중대한 위반 사례 발생 시 사업비 환수 조치 및 다음 연도 사업 지원 제한

 다.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