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GBPP)
참가기업 모집 안내
일시

21.11.22.(월)~11.23.(화) / 인천 송도 컨벤시아

내용

국내기업 및 해외 바이어 언택트 1:1 상담회 (화상상담 솔루션 사용)

규모

국내 기업 50개사 및 해외 바이어 50개사

분야

의약품 원료, 합성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 모집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매칭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 결정

주관 및 주최 KOTRA,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지원내용

화상상담 공간 제공, 기업별 유망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

접수방법

[1단계] KOTRA 기업회원 가입 후 buyKorea(기업회원으로 로그인) 內 상품 등록 필수
[2단계] buyKorea (www.buykorea.or.kr) → ‘모집중인 행사’ → GBPP 참가신청
[3단계] (붙임2)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 (ickotra@kotra.or.kr) 발송
* 1-3 단계 모두 진행해야 사업신청 완료

접수기간

공고일 ~ 21.10.15.(금) 18:00 까지

참고사항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내방 고객 발열 점검 진행
해외 시차를 기준으로 바이어 상담일 및 상담시간 자동 지정

[프로그램]
일

시

9시~18시
*행사별 세부
시간 상이

기타문의

Big C (컨퍼런스)

전시회

GBPP (수출상담회)

11.22(월)

11.22(월)

11.22(월)~23(화) [양일간] / 송도 컨벤시아

국내/외
연사 초청
컨퍼런스

관련
기업/제품
소개 전시회

중남미, 북미, 아시아, CIS, 중동, 서남아,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 유럽

1:1 수출상담회

KOTRA인천지원단 / ickotra@kotra.or.kr/ 032-822-9364~5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문의사항은 2페이지 (FAQ)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GBPP)

FAQ
상담회 참가는 무료인가요?

공고 내 지원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행사장 내 화상상담공간(모니터, 스피커 등), 통역원,
☞ 네,
바이어 발굴 및 매칭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 통역원은 일부 언어에 한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 일부 특수어 바이어 – 영어 상담 진행 – 통역원이 ‘영-한’ 통역)

참가 신청 시 3단계 모두 진행하여야 하나요?

☞ 네, 참가신청은 아래 3가지 단계 모두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1단계] KOTRA 홈페이지 기업 회원가입 및 buyKorea 내 상품등록 필수 (첨부 매뉴얼 참조)
[2단계] KOTRA 기업회원 로그인 후 동일한 IP,PW로 buykorea(www.buykorea.or.kr) 로그인
My buyKOREA 클릭 – 내상품관리 – 상품등록 – step 1입력 – 상품승인요청 (승인 5일 소요)
[3단계] 사업공고 내 별도 첨부 문서 (참가 신청서) 빠짐 없이 작성 후 접수처에 개별 발송
* 의약품 특성 상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신청기업의
협조 부탁드립니다(공란이 있을 경우 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가 바이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해외바이어는 동시에 모집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모집 후 현황을 추후 별도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내용은 모집현황과 함께 안내 예정입니다.
☞ 해당
단, 바이어가 선택한 국내기업이 우선적으로 상담배정이 됨을 참고 바랍니다.

꼭 상담장에 참석해야 하나요?
GBPP는 참가자 전원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할
☞ 2021
예정입니다. 개별 화상상담 부스에서 상담이 진행 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상담회와 동시
개최되는 바이오 및 제약 관련 전시회, 컨퍼런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 드립니다.
단, 의심증상이 있으신 경우, 문의처로 개별 연락 주시면 됩니다.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