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K-POP Fan Festa 연계 한국상품관
참가기업 모집

KOTRA 선양무역관

KOTRA 선양무역관에서는 2021 K-POP Fan Festa과 연계하여 관심있는 국내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국 상품관을 운영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문화 자원인 K-POP을 통해 중국 현지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자 현지 진출 기관들과 함께 기획한 동 행사는 젊은 세대
의 유동량이 많은 선양 태원가 완다광장에서 전일 행사로 개최하여 한국 우수 상품 및 문
화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 참가를 통해 중국 내 한류팬들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상
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관심 있는 기업들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6월 4일 금요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사업목적
:

2021 K-POP Fan Festa

연계 한국상품관 운영

팬덤 문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ㅇ 젊은 세대를 통한 테스트 마케팅 진행을 통해 현지 소비자 반응 확인
ㅇ 현지 물류/통관 인프라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내기업의 샘플 수출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1 K-POP Fan Fssta 연계 한국상품관 운영
ㅇ 일자 : 2021. 7. 17(토)
ㅇ 장소 : 태원가 완다광장
ㅇ 규모 : 국내기업 50개사
ㅇ 품목 : 종합 소비재(식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및 한류 관련 상품 등
ㅇ 내용 : 샘플 전시 및 테스트 마케팅, 현장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후속) 화상상담 지원(바이어 희망 시)
ㅇ 협업 : (韓) 선양총영사관, 한국관광공사 주선양지사, aT 대련지사, 경기/대전대표처 등
(中) 랜덤댄스중국연맹, 완다 그룹
ㅇ K-POP

□ 참가신청
ㅇ 참가대상 : 중국 수출 희망 국내 중견·중소기업
- 필수조건 : KOTRA 기업회원(홈페이지 내 무료가입 가능, 사업자 등록증 보유 필수)
- 선정기준 : 제출한 참가 신청서 기준으로 현지 시장성 검토 이후 선정
- 선정우대 : 2021년도 KOTRA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중국 위생허가 보유 등
ㅇ 참가기업 지원 사항
- 참가비 무료
- 전시품 현장 전시 및 대리 상담, 샘플 국제운송비
* 샘플 발송 전 기업별 담당 수출전문위원 또는 무역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 사업 결과보고서 :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현장 사진, 소비자 및 잠재 바이어 반응, 현장 대리상담 주요 내용 등
- 1:1 화상상담(통역 지원 포함), 단, 바이어 요청 시에 한함
- 무역관 내 K-Studio 샘플 전시, 현지 정부기관/바이어 대상으로 테스트 마케팅 실시
ㅇ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기한 : 6.11(금) 18:00 限
-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 첨부 신청서 상의 모든 항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개인정보 수입 항목 ’동의‘필수)
* 회사 로고, 제품 소개자료, (중문) 홍보자료, 동영상자료 등 추가서류 함께 제출 권고
- 신청서 제출처 : kotra_sy@kotra.or.kr
* 메일 발송 시, 제목은 “한국 상품관 참가 신청(기업명)”으로 기재 요망
- 문의 : 86-24-3137-0770, 담당자 : 서연미 대리(오전) 혹은 백연 대리(오후)
첨 부 : 참가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