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외통상자문위원·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산 출신 재외동포로 구성된 해외통상자문위원과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다음과 같이 “2019 해외통상자문위원·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통상자문위원의
활동국가에 수출을 희망하는 지역기업인들에게 현실적인 자문을 드리고, 더불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번 상담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상담회 개최 개요
가. 일시/장소 : 2019. 10. 29.(화) 10:00 ~ 18:00 / 부산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 및 피콕룸
나. 참가대상 : 부산소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다. 주요내용
(1) 통상자문위원 활동 지역에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현지 현황 및 수출 노하우 자문
(2) 해외바이어 취급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1:1 비즈니스 상담
라. 초청 자문위원 및 바이어 현황 : 총 33개사(변동가능성 有)
(1) 해외통상자문위원 : 14개국 18명
(2) 해외바이어 : 10개국 15개사
(3) 참가 자문위원 및 바이어 관련사항은 메일 및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재공지
※ 자문위원 및 바이어 상세정보는 ‘첨부파일’ 참조
마. 상담 품목 : 종합 품목(산업재+소비재)

2. 참가기업 모집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 10. 11.(금) 까지
나. 제출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유 시) 외국어 회사 또는 제품 카달로그
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1단계 : 참가신청 준비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접속(http://trade.busan.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미 회원가입을 하신 기업은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② 상단메뉴 중, “사업신청” 클릭 → 좌측 메뉴의 “무역상담회” 클릭 → “2019 해외통상자문
위원·바이어 초청 상담회” 사업 클릭
(2) 2단계 : 자문위원·바이어 정보 확인 및 상담희망 자문위원·바이어 선별
① “2019 해외통상자문위원·바이어 초청 상담회” 사업내용의 첨부파일 “자문위원·바이어 명
단” 다운로드
② 자문위원 및 바이어 상세 내용 확인 → 상담희망 자문위원·바이어 선별
(3) 3단계 : 참가신청서 작성
①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버튼클릭 →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동의” 체크 → “다음 단계” 클릭
② “기업 일반현황”의 필수 입력정보(* 표시) 입력 → “다음단계” 클릭

(4) 4단계 : 참가자 정보 및 상담품목 입력, 상담희망 자문위원·바이어 선택
① “무역상담회 참가정보”의 참가자 정보 입력, “참가품목 상세내역서” 정보 입력
② “무역상담회 참가정보” 중, “바이어”란에 등록되어있는 바이어 중, 2단계 “자문위원·바이어
리스트”에서 선별하신 “상담희망 자문위원·바이어” 선택, 체크
③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 등)” 업로드 → “신청하기” 클릭 → ‘무역상담회’ 신청 완료

3. 신청 및 문의
가.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양수형 사원
1) 주

소 : (우)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시티빌딩 3F

2) 전

화 : 051-600-1727 / 팩스 : 051-600-1801

3) 이 메 일 : trade@bepa.kr

4. 상담기업 선정 및 결과확인 방법
가. 선정방법 : 신청기업 중, 상담품목이 일치하는 기업을 해당 자문위원·바이어가 직접 선택
나. 선정결과 확인 : 자문위원·바이어와의 상담 성사 및 매칭 결과 확인은 10월 중,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별 통보 예정

5. 선정기업 지원내용 : 상담주선, 상담장 제공, 통역지원(참가기업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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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