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19-192호

2018 중소기업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일본, 러시아) 입점 희망 기업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
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2019 중소기업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사업에 참가
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온라인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업인 여
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6. 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2019 중소기업 글로벌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사업기간: 2019. 6. ~ 2019. 12.
❍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30개사 정도
❍ 참여품목: 농‧식품, 생활소비재, 화장품 등 온라인 활용을 통한 해외판매

가능 제품
❍ 주요내용
• 아시아 유명 온라인마켓에 경북기업제품 입점지원
• 해외고객 대상 외국어상품페이지 제작, 홍보, 물류, 배송 등 지원
❍ 주최‧주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2 입점 희망 기업 모집
❍ 모집규모: 30개사 정도
❍ 모집기간: 2019. 6. 5. ~ 6. 28.
❍ 모집대상: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관내에 제조 시설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 기업
❍ 모집업종: 농‧식품, 생활소비재, 화장품 등 온라인 활용을 통한 해외판매

가능 제품
❍ 선정기준: 상품성, 시장성 및 가격경쟁력(현지 시장성평가 반영)
❍ 신청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붙임1] 1부
② 회사 및 제품소개서[붙임2] 1부
③ [붙임5]최근2년 사업 참가 확인표 1부
④ [붙임6]수출실적조사서&수출실적증명서/수출증명원 제출 각1부
⑤ 2019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종업원 수 확인용)
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⑦ 외국어 카탈로그 또는 기업제품홍보물 1부
⑧ 2018년 재무제표 1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⑨ 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 사본 (보유업체 해당)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mlee@gepa.kr)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통보(이메일)

3 추진방향
❍ 운영방향
• 아시아 유명 온라인마켓에 경북상품관 개설 및 입점
⦁글로벌기업 아마존이 설립한 일본 1위 온라인몰
⦁러시아 대표포털인 메일루(mail.Ru)의 온라인쇼핑몰

• 해외홍보, 제품판매, 배송 등 종합서비스 능력을 갖춘 온라인 유통 전문기업
과 협력
• 신규업체 대상 입점 설명회 및 교육 실시 예정

4 문의 및 접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글로벌유통마케팅플랫폼팀 이효민 주임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1층 (우)39393
❍ Tel. 054-470-8578 Email hmlee@gepa.kr Fax. 054-472-2988
붙임 1-7.참가신청서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