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신청기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미주 현지 물류센터 확보를 통한 지역 기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 기반 확대
및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201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본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다. 사업내용 : 미국 LA에 소재한 수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제반 물류 서비스 제공
라.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미주 지역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현지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수출기업

2.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현지 공동물류센터 창고이용료 및 창고 내 입출고, 재고관리, 라벨링, 재포장, 반품,
A/S 등에 소요되는 제반 물류 비용지원
나.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다. 지원사항 : 지원범위 내에서 소요된 물류비용의 80%
라. 지원한도 : 1사당 8백만원 한도

3. 부산시 미주 수출 공동물류센터 운영 개요

가. 운영방법 : 부산경제진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물류전문기업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물류창고
내에 ‘부산시 미주 수출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
나. 협약대상 : CGETC, Inc. (대표자 : David Byun)
다. 사업분야 : 미국 내 주요 대형유통망 벤더, 창고업, 포워딩 주선업 등
라. 소 재 지 : 18430 San Jose Ave #B, City of Industry, CA91748

4. 신청기업 추가모집

가. 모집기간 : 2019. 8. 12.(월) ∼ 8. 23.(금), 2주간
나. 신청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에 소재하고 제조·유통·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제외
(2) 미주 지역에 이미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 완료한 기업

5.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가입된 회원은 로그인 후 모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사업 신청” 선택
③ 메뉴 하단에 “무역대응력” 선택 → “2019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 선택
④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미비 시 미선정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구분

제출서류
① [붙임]의 사업신청서(지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③ 최근 3년간(2015∼2017)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기업 성장성, 수익성 확인)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시고용인원 확인)

필

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⑤ 미주* 수출실적증명서 (*아메리카 대륙 소재 국가)
- 수출을 진행 중인 기업 : 최근 2년간(2017∼2018) 남·북 아메리카 대륙 소재 국가로의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 실적은 없지만 수출 예정인 기업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 예정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수출계약서 등)

보 유 시

⑥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⑦ 기타 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자율 판단 제출)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규모 : 10개사 내외
나. 선정기업 필수조건
(1) 미주 수출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미주시장 수출의지가 강한 부산 소재 수출기업
(2) 지원대상 선정 즉시 지정된 미국 공동물류센터로 발송 및 입고할 수 있는 재고 보유기업
(3) 최근 2년간 (2017∼2018) 미주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출 예정
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수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다. 선정방법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 결정
라.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 및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김민영 과장
가. 주 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나. 연락처 : ☎ 600-1726 / * my@bepa.kr

8. 신청관련 문의

2019. 8. 12.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