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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온라인 전시회) 참가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19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사업은 해외 전시회에 출장자 없이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참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KOTRA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KOTRA 온라인 플랫폼인 바이코리아

(www.buykorea.org)에 등재함과 동시에 KOTRA에서 주관하는 해외 전시회를 중

심으로 설치된 한국관에 영상으로 출품하여 바이어에 홍보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1.『2019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온라인 전시회)』개요

○ 사 업 명 :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온라인 전시회)

○ 수행기관 : KOTRA
○ 지원내용 : 제품소개 동영사 제작(약 300만원 보조금 지급),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참여 지원, 무역관을 통한 각종 바이어 유치 마케팅 지원

○ 규    모 : 200개사 (*금번 모집은 추가 모집으로 패션, 뷰티, 생활소비재 총 

60개사)

2. 추가 모집 분야 

○ 모집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선정 대상 품목을 영위

하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기업 중,
- 제품 설명 및 홍보용으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해외 전시회 및 바이코리아에 전

시 희망하는 중소기업

○ 추가 모집 품목 : 패션, 뷰티, 생활소비재에 한함

(*식품 분야 제외)

< 추가모집 대상 분야 및 기업 수 >

패션 뷰티 생활소비재

패션 의류, 패션 액세서리,
신발, 가방, 주얼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능성
화장품, 바디용품, 헬스케어,
네일용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전기
전자제품, 인테리어,
아이디어 상품

http://www.buy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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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내용

○ 추진방향 

- (Online) 온라인 전시관 구성

※ Buy Korea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온라인 전시관 운영

- (Offline)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 전시회 설치 한국관(온라인 전시회 전용) 및 홍보관에 전시

* 기업당(분야별) 1개 이상 전시회 참가 지원하며 전시회 유형·규모에 따라 한 전시회
당 기업 20~50개사 참가

-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가 시, 참여기업의 별도 출장 없이 KOTRA 해외무역관 

직원 및 국내외 마케팅전문가로 구성된 MD가 바이어와 상담 및 홍보 추진

○ (Offline) 해외 전시회 한국관 설치 대상 전시회(잠정)

연번 전시회명 (공동수행기관) 시기 참가 분야

1 홍콩 센터스테이지패션전(한국패션협회) 9.4-9.7 패션

2 두바이한류박람회 10.17-18 생활소비재

3 청두미용전시회 10.17-19 뷰티

4 K-beauty in Europe 10.29 뷰티

5 홍콩미용전시회(대한화장품협회) 11.13-15 뷰티

* 대상 전시회는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축소될 수 있음

4. 지원 규모 및 기업 부담금

○ 콘텐츠 제작 지원  

- 온라인전시회에 활용되는 제품(상품) 홍보 콘텐츠 총 제작비용의 70% 내,

300만원 지원 

- 총 제작비용 : 440만원(부가세 포함)

- 기업당 지원금액 : 300만원 한도* 차액 참여기업 부담

※ 참여기업 부담금은 KOTRA, 참여기업, 수행기관과 협약 후, 추후 선정되는 수

행기관(콘텐츠 제작사)에 직접 납부 (선입금)

- 기업 개별 콘텐츠 제작사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은 불가하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 제작사 중 선택 가능
* 전시회 참여 기업 간 콘텐츠 통일성 및 형평성을 위해 영상 기본 제작 형식에 기

업들의 의견을 반영한 영상 제작 예정

○ 사후관리

- 참여기업 대상 O2O 홍보마케팅, 상담 지원, 수출컨설팅, 인콰이어리 연계 등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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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9. 7.1(월) ~ 7. 15(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예정)

○ 신청방법 : KOTRA(www.kotra.or.kr)에 접속

▶ 메인 배너 중 “2019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사업 클릭 

▶ www.gep.or.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공지사항 ▶ 모집공고 

▶ 2019 해외 전시회 온라인 한국관 추가모집 선택하여 신청 

※ 상기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첨부서류 제출 요망

○ 첨부서류

- ① 신청서(붙임1-1)
② 콘텐츠제작 수행계획서(붙임1-2)
③ 신용정보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붙임3)

④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⑦ 고용보험 가입자명부(‘18.12월 또는 ’19년 자료)

⑧ ‘16~‘18년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

* 추후 평가를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시품목 상세서(기본제품 설명 인터넷 기재, 제품 브로슈어 파일 첨부 요망)
- 사업자 등록증(인터넷 신청시 파일로 첨부)

6. 문의처

○ 김지현 대리

- Tel. 02)3460-7262 / Email. forjhkim@kotra.or.kr

○ 황다민 대리 

- Tel. 02)3460-7295 / Email. damin@kotra.or.kr

# 첨부 : 신청 서류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 1부

http://www.gep.or.kr/jsp/cscenter/faq_read.jsp?cp=1&board_cate=2&searchkey=all&searchword=&board_no=813036&board_type=2
http://www.gep.or.kr
http://www.gep.or.kr
mailto:forjhkim@kotra.or.kr
mailto:damin@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