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럽(헝가리·오스트리아) IT무역사절단 참가기업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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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가. 사 업 명: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IT무역사절단
나. 행사일정: 2019. 4. 1.( 월) ~ 6.( 토)[ 4박6일]
▷ 현지상황, 항공일정 등에 따른 일정변경 가능
다. 참가대상: 경남지역 IT/ SW기업
라. 행사내용
- 경남 ↔ 헝가리, 오스트리아 기업간 1:1 비즈니스 상담회
- 개별기업 방문 및 시장조사
- 참가기업 제품 시장성 조사 및 현지 프로모션(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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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가. 지역별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2회)
(1) 일

시: 2019. 4. 2.( 화), 4.( 목)

(2) 장

소: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호텔 내 상담장)

(3) 내

용

- 해외 현지바이어 모집 및 상담회 개최
참가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을 바탕으로 1:1 비지니스상담회 개최
현지 IT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망기업 참가유치
(4) 상담일정
헝가리( 부다페스트) : 4. 2.( 화), 09:00∼17:00
오스트리아( 빈) : 4. 4.( 목), 09:00∼17:00
시 간

내

용

행사준비 및 통역면담
기업 간

비 고
등록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중식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상담회 종료 및 정리

나. 지역별 참가업체 교류회 개최(2회)
(1) 일시 및 장소: 2019. 4. 2.( 화), 4.( 목), 18:00~ 20:00
(2) 내

용

무역사절단 참가업체 및 현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킹 만찬
현지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시장 현황에 관한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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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법

가. 현지 프로모션 위탁
- 현지 시장성 평가, 해외바이어 발굴과 매칭, 상담회 진행 등 현지 프로모션Kotra에 위탁 추진
나. 참가업체 선정
- Kotra의 시장성 평가( 품목 및 해외 바이어 발굴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를 토대로 상위 순위의 기업 선정
- 참가신청 업체가 내부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할 경우, 차 순위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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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 왕복항공임 최대 100% 지원(1개사 1인에 한함)
나. 임차료( 상담장, 공식활동 차량), 통역료 100% 지원
다. 현지 용역비( 현지시장 조사 비용, 현지 바이어조사) 10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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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및 문의처

가. 신청기간: 2019년 2월 22일( 금) 까지18:00까지
나. 신청서 교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
다. 문 의 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ICT진흥팀 유주현 전임 연구원
☎ 055- 259- 5004, E- Mail hyun043@gntp.or.kr, FAX 055- 259- 5009
라. 주

소: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ICT진흥센터 본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