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 이 코 (KOECO)
KOREA EXHIBITION COMPANY

(0671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0 (서초동, 신원빌딩 5층)  전화:(02)577-4927, 팩스(02)577-5928

문서번호 : 전시 01 - 02호  
시행일자 : 2020. 01. 06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해외수출(전시) 팀장    

제   목 : 2020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안내(통합형 지원
사업_중기부 소관 8개 사업)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인 수출바우처 관련 사업을 안내 드리오니, 해
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공문 및 수출바
우처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고

■정부 수출바우처사업 관련 싸이트
  www.exportvoucher.com

3. 코이코는 동 바우처의 수행기관으로 귀사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위한 정부지
원금과 관련 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상의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코이코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외전시회 주관사 주식회사 코이코
              : 전화/ 02-577-5927 / 4927
              : 이메일/ info@thekoeco.com

유첨 1.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문 1부
별첨 2. 2020 코이코 진행 해외 전시회 리스트 1부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유첨 1. 수출바우처 사업 안내문

안녕하세요.

해외 전시회 주관사 코이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서 진행 중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해외 전시회 참가
를 통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시기 바랍니다.

*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
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해서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
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⑴ 접수 기간: 12월 26일(목) ~ 2020년 1월 17일(금) 18:00 (시간엄수)

⑵ 신청 방법: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메뉴판 커뮤니티-> 공지사항 [모집공고] 안내문 참고

⑶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지원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고, 중기부 공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
을 충족하는 기업(중기부 공문 참고) 

⑷ 지원 내용: 무역교육,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개별 전시회, 인증 등 수출준비 
및 해외진출 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
지)으로 지원

⑸ 지원 한도: 매출 규모에 따라 50~70%(약30백만원 ~약100백만원 한도)

⑹ 선정 발표: 2월 중순(예정) /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요망

⑺ 문의처: 중진공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

별첨 파일로 함께 전달 드리는 중기부 공문과 2020년 코이코 진행 해외 전시회 목록을 참고하시
어, 수출바우처 사업 활용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