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재부품 수입 다변화 구매사절단”

신청기업 모집 공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거래선 다변화를 통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리스크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9 소재부품 수입 다변화 구매사절단” 파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파견개요
파견지역

기계, 소재부품, 원부자재 수급 가능 국가(4개국 이상)

파견기간

2019. 12. 16.(월) ~ 12. 20.(금)

상세파견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상품목

철강, 와이어 등 원자재, 기계부품 등

기계, 자동차부품 등 산업용 자재

파견규모

10개사

10개사

나. 대상품목 : 기계부품, 자동차부품 등 산업재, 자사제품 제조를 위한 원부자재
※ 소싱을 희망하는 상세 품목을 ‘붙임’의 “신청서” 내에 기입 요망

다. 파견대상 :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공급선 및 수출‧입 거래선 다변화를 희망하는 부산소재
제조‧무역, 중소·중견기업
라. 사업내용 : 현지 제품 구매 1:1 상담회, 기업별 개별 셀러 방문‧상담, 현지 생산시설 시찰 등
마. 주

최 : 부산광역시

바. 주

관 : 부산경제진흥원

2. 참가기업 지원사항 : 왕복항공료 및 숙박비 일부, 현지 이동 경비, 상담회 개최 경비 등
가. 왕복항공료 80%, 숙박비 50%(참가기업 1사당 1인 한도)
나. 현지 상담회 개최 관련 경비 : 바이어 섭외, 통역 등 제반사항 제공
다. 현지 이동 경비 : 공식 일정을 위한 단체 이동수단 제공
3. 신청기업 모집
가. 신청기간 : 2019. 12. 3.(화) 까지
나. 신청대상 : 대상 품목 수출‧입 거래선 다변화를 희망하는 부산소재 중소·중견기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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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신청” 선택

③ 좌측 메뉴의 “무역사절단” 선택 → “2019 동남아 수입처 다변화 구매 무역사절단” 선택
④ 화면 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첨부서류 업로드 시, 에러가 발생하여 첨부가 되지 않는 경우,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기업 제출서류
제출구분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필

수

②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③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첨부)

※ 그 밖에도 주관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신청기업 구매 희망품목에 대한 현지 공급선 매칭가능성에 따라 선정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6.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김지윤 대리
가. 주 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나. 연락처 : 전화 051-600-1725 / E-mail jun@bepa.kr 또는 trade@bepa.kr

2019. 11. 20.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