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1-14호)

2021 광양만권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공고

 광양만권 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 마케팅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1년 광양만권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광양만권 입주 중소기업 중 박람회 참가 기업

 ○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설치비, 홍보비 등 실비 지원

 ○ (지원규모) 10백만원

 ○ (지원한도) 기업당 1백만원 한도  * 연 1회 지원

 ○ (선정방식) 선착순 지원  * 사업비 소진 시까지

Ⅱ  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양식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www.gfez.go.kr) 

공지사항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양식1] 사업신청서 1부

- [양식2] 참가계획서 1부

- 사업등록증 1부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Ⅲ  유의사항

 ○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함

 ○ 동일 박람회에 대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참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VAT)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함

 ○ 신청서 접수 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 (신청기간) 공고일 ~ 12. 1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공고 신청접수 업체선정

박람회 
참  가

지원비 
지  급

Ⅴ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및 접수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성지혜 주무관 061-760-5271 sjh1236@korea.kr

- 주소 : (5774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획부 대외협력팀



[양식 1]

2021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서

기업

현황

업체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성명 연락처

박람회

현황

박람회명 전시품목

개최기간 개최장소

참가비용

품목 단가(원) 수량 금액(원) 비고

총계 VAT 제외 금액

참 가 비

부스임차료

홍 보 비

기 타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2. 참가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위와 같이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양식 2]

2021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계획서

전시품목

제품특징

제품사진

해당

전시회

선택 이유

전시회

성과 목표

상담 금액 계약 금액 비고

천원 천원



[양식 3]

2021년 박람회 참가 지원금 지급 신청서

기업현황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명 연락처

참가성과

박람회명 개최장소

참석기간 전시품목

상담건수 건 상담금액 천원

계약건수 건 계약금액 천원

신청금액

(원)

품목 단가 수량 금액 비고

총계

VAT 제외금액

참 가 비

부스임차료

홍 보 비

기 타

첨부서류

1. 참가 확인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통장 사본 1부 4. 참가 사진 1부

5. 견적서 1부 6. 기타 증빙서류 1부

 상기 내용과 증빙자료는 사실과 다름 없으며,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 

반납 및 향후 지원사업 대상 제외 조치 등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인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