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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
해외마케팅(무역팀) 팀장.
정부 지원 『2020 수출컨소시엄 화상상담회』 (유럽, 중동(UAE), 아세안 10개국) 참가사 모집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중기 벤처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수출컨소시엄 화상상담회』 에 참가하실 중소 기업을 모집

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하여
되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들을 위해 해외 유망 바이어와 1:1 매칭으로 진행

화상으로 진행되는 상담회입니다.
관심 있으신 기업께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협회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다

음

ㅡ

1. 행 사 명 : 2020년 수출컨소시엄 화상상담회(유럽, 중동(UAE), 아세안 10개국)
2. 일

시 : 2020년 10월 1일 ~11월 30일 (2개월간)

3. 참 가 비 : 국고 지원 100%
4. 모집마감일 :7월15일까지 , 40개사 선정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협회공용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송부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윤규연 매니져 / 김은정 사무국장
Tel: 02-6268-2606,

Fax : 02-6280-3368

E-mail : ibitaday@ibita.or.kr 또는 ibita@ibita.or.kr

※ 붙임
1. 박람회 개요 및 참가신청 방법
2. 참가신청서

2020년 06월 30일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직인생략

붙임 1

수출컨소시엄사업 화상상담회 개요 및 참가 신청방법

□ 박람회 개요
1. 행 사 명 : 2020년 수출컨소시엄 화상상담회(유럽, 중동(UAE), 아세안 10개국)

2. 일

시 : 2020년 10월 1일 ~11월 30일 (2개월간)

3. 참가품목 :화장품, 헤어, 네일, 제조사

4. 개요
◯ 본 상담회는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상 상담회입니다.
◯ 유럽, 중동(UAE), 아세안 10개국 바이어 1:1 매칭으로 화상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 정부 지원으로 진행 됨으로, 해외전시 포탈 사이트에 반드시 등록 해야 합니다(추후 안내)
◯ 수출 컨소시엄 참가에 따른 서류를 모두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지원 내역
1. 기업 홍보 컨텐츠 제작비

지원

2. 샘플 발송 운송비 지원
3. 화상상담회 기간내 바이어 1;1 상담 매칭
4. 화상 미팅시 통역 지원
5. 사전 간담회 진행

□ 참가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7월15일까지, 40개사 선정
2.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붙임2) 작성후 이메일 or 팩스회신
◆ 회신 E-mail: ibitaday@ibita.or.kr/ibita@ibita.or.kr 또는 Fax: 02-6280-3368

□ 문의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해외전시마케팅팀 윤규연 매니저
☏ 02-6268-2606 / Fax: 02-6280-3368 (✉ibitaday@ibi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