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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ICT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무역협외와 함께 2021 ICT융복합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 ○ 6월 30일까지 ‘2021 ICT융복합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 해외 바이어 화상상담,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해외진출 컨설팅 등 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 이하 경콘진)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경기도 소재 ICT융복합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 ICT융복합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에 특화된 경콘진과 해외 바이어 연결
망을 보유한 무역협회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무역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거래처와 비즈 매칭으로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빅데이터, 모바일, AI, IoT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해외
바이어 매칭 ▲일대일 화상상담 기회 ▲외국어 홍보자료 무료 제작(200만원
상당) ▲무역실무 온라인 과정 수강 ▲해외진출 전략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콘진 담당자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내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콘진(www.gcon.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무협 경기지역
본부(gg.kita.ne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6월 30일
이다. 상세 문의는 경콘진 담당자 (031-776-4621, baekgu0909@gcon.or.kr)
또는 무협 경기남부지역본부(031-259-7853, jk.kim@kita.or.kr)으로 하면
된다.

붙임1.

사업개요

□ 사업개요
o 사업개요 : 화상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구매자 매칭으로 스타트업 제
품·서비스의 해외 판매 촉진
o 사업기간 : 2021. 5. ~ 2021. 11.
o 사업대상 : 경기도 내 ICT융복합콘텐츠 스타트업 20개사
o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해외진출 어려워진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
o 주요내용 : 해외 바이어 매칭, 기업 홍보자료 제작,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 세부사업별 개요
o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 : 해외구매자 연결을 위한 코디네이팅
- 운영방식 : KITA 수출자문위원(총 14명) 1:1 현장 컨설팅 및 멘토링
- 운영내용
1) 수출자문위원 기업 직접 방문 후 기업 현황 분석 후 진출전략 수립 지원
2) 진출 전략 강화를 위한 진출준비 단계별 수요맞춤형 상담 제공
o 기업 홍보자료 제작 : 해외 구매자 연결에 필요한 홍보자료 제작
- 운영방식 : 기업 보유 중인 국문자료 번역 및 홍보영상 제작
- 운영내용
1) 제품·서비스 카탈로그 번역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2) 홍보자료 제작과정 중 KITA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병행
3) 지원기업 대상 홍보자료 제작 가이드 배포하여 사전안내
o 기업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 운영방식 : KITA 무역 아카데미 수출준비 e-learning 2개 과정 중 원하는

과정 선택 수강 후 수강료 환급
o 온라인 전시관 개설 및 온라인 마케팅
- 운영방식 : 진흥원, KITA 전시관 운영 및 향후 상설운영 및 후속지원
- 운영내용

1) 진흥원 홈페이지, 유튜브(경기문화창조허브) 홍보자료 게시
2) KITA 온라인 전시관인 tradeKorea 내 별도 ‘경기도 우수스타트업
기업관’(가칭) 개설 후 홍보자료 게시

o 해외 구매자 발굴
- 운영방식 : 수립된 기업별 진출 전략을 바탕으로 적합한 해외 구매자 탐색
- 운영내용

1) KITA 보유 구매자 DB 대상 eDM, 홍보자료 및 K-BTS 리포트 발송
2) 해외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자 관심도 조사
3) 온라인 전시관을 통한 상시 홍보
o 화상 수출상담 및 심층 화상수출상담 운영
-

운영방식 : 기업-통역원-구매자 지정 부스에서 3자 화상 상담
(구매자 매칭 목표 : 기업당 평균 3~5건)

-

운영기간
1) 오리엔테이션 : 2021. 10. 4. (2h)
2) 화상 수출상담 : 2021. 10. 4. ~ 10. 8.
3) 심층 화상수출상담 : 2021. 10. 9. ~ 2021. 11. 12.

-

운영내용
1)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통한 필수교육 및 개괄적인 운영 정보 제공
2) 화상 상담을 위한 KITA 통역사 제공
3) 화상 상담장 부스 설치 및 운영 : 발굴된 해외 구매자와 기업 연결
4) 심층 화상 수출상담 운영 : 화상상담 이후 해외 구매자 관심도가 높았으나,
실제 연결 성사되지 못했거나, 추가연결 가능성 높은 기업 후속지원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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