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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수출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및 디지털 마케팅 지원을 위해 1:1 온라인 

수출 상담, 스튜디오 활용 라이브 제품 시연회, 도내대학 재학생 참여 영문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하는「강원도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수출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안내사항에 따라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4월 09일

                                                  강원도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m 사 업 명 : 강원도 K-스튜디오 활용 디지털 마케팅 수출 지원사업

 m 사업기간 : 2021. 4월 ~ 2021. 8월

 m 사업장소 : K-스튜디오(강원도 디지털 스튜디오 강원 LIVE)

   - 강원도 춘천 강원도청 내 스튜디오

 m 사업규모 : 도내 수출(예정)기업 10개사

 m 모집품목 : 종합품목(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미용기기 등)

 m 협업학교/기관 : 강원도, 강원 KOTRA지원단,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m 프로그램 : 1) 디지털 마케터즈 발대식, 2) 도내대학생과 참가사 매칭,

               3) 홍보영상 제작, 4) 1:1 비즈니스 상담 및 제품 라이브 시연회,  

               4) 디지털 마케터즈 수료식, 6) (사후관리) 샘플 수출 지원 등

 m 주요내용

   - (바이어매칭 및 수출상담) KOTRA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매칭, 1:1 

비즈니스 상담

   - (홍보영상 제작) 강원도 GTEP 사업단 대학생과 매칭하여 참가사 대상

영문 제품 홍보영상 제작 지원 (대학생 3인이 1조로 참가사와 매칭)

   - (라이브 시연회) 강원도 K-스튜디오(강원 LIVE) 활용 해외 바이어 대상 

라이브 제품 시연회 지원



 m 세부 프로그램 추진일정

 

기업모집

기업→진흥원

(4월)

참가기업 

선정

진흥원

(5월)

참가사-학생

매칭

(5월)

홍보영상 

촬영 및 제작

학생-기업

(5월)

화상상담회

제품시연회

테스트마케팅

코트라-기업

(6~8월)

2  지원내용

 m 기업별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매칭

 m 1:1 수출 상담 및 통역 지원

 m 스튜디오 활용 라이브 제품 시연회

 m 강원대 GTEP 사업단 학생 매칭을 통한 홍보영상 촬영, 제작 지원

 m 사후관리 : 상담 바이어와 US1,000 이상 수출 오더가 확인된 기업에 

한하여 해외 마케팅 비용 US1,000 지원

   * U$1,000 이상 오더 이상의 수출면장 및 해외 마케팅 증빙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신청방법

 m 신청기간 : 2021. 4. 9(금) ~ 4. 21(수)

 m 신청방법 :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에서 온라인 접수

 m 제출서류

   1. (필수) 참가신청서[붙임1], 개인정보동의서[붙임2]

   2. (필수) 사업자등록증

   3. (필수)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국, 영문 카탈로그 파일

 m 선정기준 : KOTRA 해외 무역관의 제품 시장성 평가에 따라 선정

     ※ 임의 취소하거나 사전준비 소홀 등의 기업은 참가 제외하며 향후 지원 배제

4  문 의 처

 m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대리 김민경

    (전화 : 033)749-3342, 메일 : unlessmk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