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부품소재 수출상담회』참가기업 모집 안내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자율주행, 친환경차량 등 미래자동차 기술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는 미래
신기술 및 수출역량을 갖춘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코자 미국 현지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북미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US-Korea
Business Summit 2018)』을 개최합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미국 자동차 Big 3 OEM 및 주요 Tier 1,2 기업이
참석하여 기술협력, R&D 투자, 소싱 등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바, 미국 자동차부품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의 많은
참가신청을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8 북미 부품소재 수출상담회
- 영문명 : US-Korea Business Summit 2018
◦ 일시/장소 : 5.24(목) 08:30~19:00 / Little Caesars Arena (디트로이트, 미시간 주)
◦ 주최 : KOTRA / MEDC* / DEGC** / MAMA***
* MEDC : Michiga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미시간주 경제개발기구)
** DEGC : Detroit Economic Growth Corporation(디트로이트시 경제개발기구)
*** MAMA : Michigan Aerospace Manufacturing Association(미시간 항공방위 산업협회)

◦ 사업내용 : ①심포지엄, ②전시상담회 ③투자진출설명회,
④스타트업 투자 피칭, ⑤채용상담회, ⑥항공방위사절단
◦ 참가비 : 별도 참가비 없음
* 항공임, 숙박비, 통역료(사전 신청 필요)는 참가기업 부담

◦ 지원사항
- 공항-호텔-행사장 현지 단체 이동편 지원 (단, 별도 항공일정시 지원 불가)
- 전시상담회 참가기업 기본부스 제공 (추가 장치 필요시 업체 부담)
* 기본부스 제공사항 추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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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및 신청자격
대상사업

모집대상

모집규모

￭ OEM/Tier1과 비즈니스/기술 상담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
제조 국내 중소·중견기업
- 차세대 자동차 기술* 보유 업체 우선 선정
② 전시상담회
(Tech Show
/B2B Meetings)

* 자율주행(커넥티드카, ADAS, Infortainment 등 SW포함),
친환경차(전기차 등), 신소재(경량화 등)

30개사

- 영문홈페이지, 영문 브로슈어 구비 필수
- 제품·기술관련 인증(ISO, TS, IATF 등) 보유업체 우선 선정
- 한국GM납품 전속기업 우대 선정
③ Doing Business
in US
④ Doing Business
in Korea
⑤ 채용상담회
⑥ 항공방위
수출상담회

미시간 주 투자진출 희망 국내기업

30개사

자동차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6개사

미국 현지진출 기업 중 인재채용 희망 기업

10개사

對美 항공/방위 부품 수출 희망 국내 업체

20개사

□ 참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uskoreabizsummit.com)에서 신청
- 추가제출서류 : 영문 브로슈어 (회사 소개 및 제품소개서)
- 예시 1) : ②전시상담회, ③Doing Business in Korea 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 “Events- Techshow&B2B Meetings- Register Now” 클릭→
필수항목 기입 및 “Do you want to participate in Doing Business in Korea-Yes”
클릭→“Submit“ 클릭
* Upload Brochure 클릭 후 회사 소개서, 제품소개서 등 업로드

- 예시 2) : ②전시상담회, ⑤채용상담회를 동시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 “Events-Techshow&B2B Meetings- Register Now“클릭→
필수항목 기입 후 ”Submit“ 클릭 → ”Events  Job Fair  Register Now“ 클릭→필수항목
기입→ ”Submit“ 클릭
* Upload Brochure 클릭 후 회사 소개서, 제품소개서 등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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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1차) 4.6(금) 18:00限
* 전시상담회 참가희망기업은 1차 모집시 마감 예정

- (2차) 4.13(금) 18:00限
* 1차 선정결과 정원 충족시, 2차 신청절차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처
- 온라인신청 관련 문의 : 디트로이트무역관 손성우 대리 (shon@kotra.or.kr)
디트로이트무역관 추연정 과장 (yjchoo@kotra.or.kr)
- 기타 사업관련 문의 : KOTRA 소재부품팀 김종상 차장 (kimjs@kotra.or.kr)
◦ 기업선정절차 및 선정결과 공지
- 공동주관사(KOTRA, MEDC, DEGC, MAMA) 시장성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
- 결과공지 :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공지
* (1차) 4.13(금) / (2차) 4.20(금)

□ 전시상담회 참가 바이어/품목(잠정) : 별첨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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