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남방 TV 홈쇼핑 판로 개척 지원사업(인도)”
신청기업 모집 공고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역 소비재 중소기업들의 신남방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21 신남방 TV 홈쇼핑 판로 개척 지원사업(인도)” 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 신남방 TV 홈쇼핑 판로 개척 지원사업(인도)
나.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다. 지원대상 : 현지 TV 홈쇼핑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부산소재 소비재 제조업체
라.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 ‘21년 1년차 신규 5개사 / ‘20년 2년차 기업 5개사(단, ‘20년 동일품목)
마. 사업내용 : 지역 유망소비재 품목의 메이저 TV 홈쇼핑 채널 입점
※ 채 널 : EZmall, Naaptol, Brands 4 all 등

2. 참가기업 지원사항
가. 현지 TV 홈쇼핑 채널 입점비
나. 기타 홈쇼핑 입점을 위한 준비비용(홈쇼핑 관련 인서트 영상제작, 현지물류운송비 등)

3.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기간 : 2021. 4. 2.(금) ∼ 4. 16.(금), 2주간
나.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미만의 부산소재 중소기업(소비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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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대응력강화” 선택 → “2021 신남방 TV 홈쇼핑 판로 개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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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기업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④ 지원사업 참가신청서(첨부파일확인 必)

②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명세서(제조활동 여부확인)

⑤ 제품 카달로그(보유시)

③ OEM계약서(OEM 생산 기업인 경우)

⑥ 제품 소개 홍보 영상(보유시)

※ 용량 초과로 온라인 업로드가 불가할 시, 지원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능
※ 그 밖에도 주관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수행기업이 서류심사, 제품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 선정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7.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센터 김영애 대리
가. 주 소 : 4759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나. 연락처 : 전화 051-600-1822 / E-mail ayk@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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