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248호

2019 경산시 동유럽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산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산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하여『2019 경산시 종합 무역사절단』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수출 확대의 기회를 마련하고자하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7. 30.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파견개요
□ 사 업 명: 2019 경산시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 파견기간: 2019. 09. 29(일) ~ 10. 08(화), 10일간
□ 파견장소: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 참가규모: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 참여품목: 종합품목
□ 주요내용: 현지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맞춤형 수출상담 기회 제공
□ 지원내용: 편도항공료(1인/1개사), 샘플 편도운송료,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주선, 상담장 임차, 통역, 단체이동시 차량지원 등
※ 참가기업 부담사항: 항공료 일부, 숙박비, 현지 체재비 등

□ 주최/주관: 경산시/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파견일정(안)
일자

시간

09.29(일)

23:45~

인천출국

09.30(월)

~13:00

이스탄불 → 루마니아 이동

10.01(화)

전

루마니아 1:1 수출상담회

10.02(수)

일

17:55~18:30

주요일정

루마니아 → 폴란드 이동

10.03(목)

전

일

폴란드 1:1 수출상담회

10.04(금)

전

일

개별상담 및 시장조사

10.05(토)

12:55~16:35

폴란드 → 터키 이동

10.06(일)

전

일

개별상담 및 시장조사

10.07(월)

전

일

터키 1:1 수출상담회

10.08(화)

01:40~16:25

터키 → 인천 도착

비고
(1회 경유)

※ 파견일정 및 지역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시차: 폴란드(-7), 루마니아, 터키(-6)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참가기업 모집
• 모집기간: 2019. 07. 30.(화) ~ 08. 07.(수)
• 모집규모: 10개사 정도
• 지원대상: 경산시내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
• 모집품목: 종합품목
• 신청제출서류 이메일 제출(djlee@gepa.kr)
- 참가신청서[양식] 1부
- 제품설명서[양식] 1부
- 경산시 해외마케팅사업 참가서약서[양식] 1부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양식] 1부
- 수출실적조사서[양식],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수출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사본 각 1부
- 제품 또는 회사소개 카탈로그(외국어) 등의 홍보자료 1부
• 접수 및 문의처: 경북경제진흥원 글로벌유통마케팅플랫폼팀 이다정 대리
- 전 화: 054-470-8577

- 이메일: djlee@gepa.kr

□ 참가기업 선정
• 현지 시장성 평가에 결과 순위에 따라 파견기업 선정
• 선정결과 안내: 업체 개별 통보
공고 및 접수

시장성 평가

참가기업 선정

바이어 발굴

사절단 파견

참가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신청기업 별 현지
시장성 평가

최종 파견업체
선정

기업 맞춤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매칭

지역별 1:1
수출상담 진행

유의사항
□ 출장자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한함
- 임직원 증빙서류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보험가입명부 중 1부

□ 무역사절단 파견기업으로 최종 확정 이후 무역사절단 전 일정 참여 필수
(불참시 패널티 부과)

□ 무역사절단 선정이후 포기 시 향후 무역사절단 참여제한(패널티 부과)이
있으며 진행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취소수수료(지자체 지원경비, 항공료,
호텔숙박 등)는 포기업체가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