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1110012호

2021 경북 소상공인 온라인 희망마켓

온라인 유통업체 입점설명회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입점설명회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도내 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1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온라인 유통업체 입점설명회
❍ 사업시간: 2021. 12. 07. (화) 12:30 ~ ※아래 일정 참조
❍ 행사장소: 구미코(GUMICO)
- 주

소: 경북 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로 1로

❍ 사업대상: 도내 소상공인 40개사 정도
- 근거 법령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전문 유통업체MD의 입점설명을 통해 판매채널 확대
❍ 지원내용
- 전문 유통업체MD의 입점설명(입점방법 및 판매 노하우)을 통한 채널 확대
- (추가 상담 희망업체) 상담테이블을 이용한 자유로운 1:1 상담 진행
❍ 주최/주관: 경상북도/(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운영 채널: 유통채널 및 전문가 7개사
분야

운영 유통채널
복지몰

현대이지웰

기타(배달 등)

우아한형제들

소셜커머스

쿠팡(3PL)

특수몰

휴박스몰+군번몰(군인공제회)

폐쇄몰

KT커머스

스마트스토어

스마트스토어 강의 전문가

세무

현직 세무사

유통채널

전문강사

※일정에 따라 채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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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내용

1.

유통채널 입점설명회 운영

¦ 지원내용: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
현직MD의 입점설명회 운영 후 질의응답
¦ 운영장소: 구미코 2층 대회의실
¦ 설명내용: 입점 방법, 입점수수료, 플랫폼 별 매출 향상 노하우 전수 등
¦ 운영방법
① 각 채널MD 발표형식: MD가 발표형식으로 운영
② 입점설명회 후 질의응답

2.

1:1 맞춤형 상시상담 운영 ※추가 상담 희망업체 한함

¦ 지원내용: 1:1 상담 희망 기업 신청 후 맞춤형 상담
¦ 운영장소: 구미코 2층 중회의실
¦ 운영방법: 입점설명회 후 또는 진행 중 추가 상담 희망 업체 1:1 맞춤형 상담
실시
¦ 운영방식:
① 사전 신청 시, 1:1상담 매칭하여 맞춤형 상담
② 현장 매칭 시, 채널별 대기석(3자리 정도) 마련 후 차례대로 상담 진행

3.

세부 일정

구분
참석인원접수
입점설명회(1회)
입점설명회(2회)
입점설명회(3회)
입점설명회(4회)
휴식
입점설명회(5회)
입점설명회(6회)
입점설명회(7회)
추가상담

시간
12:30~13:00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10
15:10~15:40
15:40~16:10
16:10~16:40
16:40~17:30

30분간
30분간
30분간
30분간
30분간
10분간
30분간
30분간
30분간
50분간

운영방식
발열체크 및 방명록 작성 등
현대이지웰- 입점 설명+질의응답
우아한형제들- 입점 설명+질의응답
쿠팡- 입점 설명+질의응답
휴박스- 입점 설명+질의응답
KT커머스- 입점 설명+질의응답
스마트스토어- 입점 설명+질의응답
세무- 입점 설명+질의응답
추가 상담 희망자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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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개별 상담
희망 업체
유통채널 및
전문가와
상담 진행

4.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신청기간: 2021.11.15.(월)~11.29.(월) 16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gepamkting@gmail.com)
❍ 선정방법: 선착순 모집
❍ 선정통보: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양식] 1부
-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서류 『2021년 경북 소상공 온라인 희망마켓』 관련하여 지원 신청 업체 중
기제출 서류는 제출 안 해도 됨.

Ⅲ

유의사항

❍ 상기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동 사업과 관련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경상북도로부터 이중으로 지
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원 취소, 지원성과 미제출 등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우, 경상북도 및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Ⅳ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정현제 대리, 김정원 사원(☎054-470-8573,572)

붙임: 참가신청서 및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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