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SEAN DAY 수출상담회』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은 아세안 국가에서 약70여
개사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경기도 기업과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동 국가로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경기도내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ASEAN DAY 수출상담회
나. 행사일시 : 2019.05.14.(화) 10:00 ~ 17:00
다. 행사장소 : 수원컨벤션센터
라. 초청국가 :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아세안 국가
마. 상담품목 : 종합품목
바.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1:1 개별상담
사. 주최/주관 : 경기도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2.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220개사 내외
나. 지원사항 : 참가비 무료, 바이어섭외 및 1:1 수출상담 주선, 통역지원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
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차후 수출상담회 신청에 대하여 지원이 제외됩니다.

3. 온라인 신청기간 : 공고일

월

일화

4. 신청방법 : 비즈니스매칭시스템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egbiz와 연동

한

에서 온라인 신청

② (중소기업 참가신청) 버튼 클릭 후 약관동의 및 중복 신청 확인
③ 기업, 담당자 및 제품정보 입력 ☞ 기존 신청서 가져오기 가능
④ (상담희망 바이어 선택) ☞ 4/4(목) ~ 4/9(화) 4일간 가능(선착순 선택)

5. 상담주선 결과발표
가. 결과발표일 : 2019년 5월 3일(금) 15:00(예정)
나. 비즈니스매칭시스템과 메일 확인가능 : (기업페이지) ▶ (참가중인 상
담회) ▶ (상담시간표)

6. 추진일정 (안)
가.
나.
다.
라.
마.

바이어 섭외 : 2019년 2월 ~ 4월
상담희망 바이어 선택 : 2019년 4월 4일 ~ 4월 9일
상담주선 : 2019년 4월 11일 ~ 5월 2일
상담주선 결과 발표 : 2019년 5월 3일(금) 15:00(예정)
수출상담회 개최 : 2019년 5월 14일(화)

7. 기 타
가. 상담회 개최 전일(5/13)부터 상담회 당일(5/14) 취소 기업은 연내 수출
상담회 상담주선이 제한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마케팅팀 권수현 과장(031-259-6145/6149)

2019년 3월 7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