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OTRA-큐텐재팬 Rocket Start 2기 모집
KOTRA는 우리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일본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큐텐재팬(Qoo10 JP)과 협업, 『KOTRA – 큐텐재팬 Rocket Start』을 진행합니다. 아래
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파워셀러 육성사업 개요
가. 온라인 플랫폼 Qoo10 JP (큐텐재팬) 개요
- Qoo10 JP는 일본 4대 전자상거래 플랫폼(라쿠텐, 아마존, 야후쇼핑, 큐텐재팬) 중
하나로, 일본 소비자의 한국 소비재 구매 비율이 높은 대표적 역직구 쇼핑몰
나. 프로그램
ㅇ (1단계) 입점 프로세스 및 마케팅 교육 (3주간 매주 수요일, 14:00~17:00)
- 상품 등록, 광고시스템 활용법 및 해외 수출신고 강의 등 차시별 교육 내용 상이
-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 셀러샵 오픈 및 상품 등록 등을 교육 중 바로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 전까지 상품 사진·설명 등 구비 불가할 시 참가 불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가기업 안전을 위해 2기 교육 전면 웨비나(온라인교육) 진행
* 온라인 회의 및 교육 솔루션 ZOOM을 통해 진행, 교육 선정기업 대상 세부 프로세스 안내 예정

ㅇ (2단계) 기수별 우수기업 선정
- 조건 : 교육 3회 모두 수강 및 Q-Cash(플랫폼 내 마케팅비용) 1만엔을 전액 소진한 기업
* 교육 종료 후 Q-cash 1만엔 전액을 소진한 기업을 선착순으로 선발
** 우수기업 선정 기업수는 기수별 교육 참가 기업 수 및 플랫폼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3단계) 선정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플랫폼 내 광고비 지원
- 기준 : 플랫폼 내 광고비로 45만원 이상 사용 시 초과분에 한하여 광고비 최대
45만원 및 수출신고비용 최대 5만원(총 50만원)까지 지원
[참가기업 기준 KOTRA 마케팅비 지원 범위 예시]
범위

0~50만원

단계

기업 100% 부담

예시

30만원 지출→ 0원 환급

50만원~100만원

100만원~

기업 부담금(50만원)

최대 지원금인

제외한 잔액 환급

50만원 환급

70만원 지출→ 20만원 환급 130만원 지출 → 50만원 환급

* 수출신고비용 지출 불요 기업의 경우 50만원 전액 광고비로 사용 가능

2. 신청 방법 및 참고사항
가. 신청 개요
ㅇ 신청기간 : ’20.3.2(월) ~ ‘20.3.13(금)
* 참가기업 모집 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http://naver.me/GYiKH2B0)
ㅇ 문의처 : KOTRA 디지털무역소비재실 (ge_cgsk@kotra.or.kr)
나. 참고 사항
ㅇ 선정 규모 : 00개사(올 해 6기 진행 예정)
* 지난 Qoo10 JP 파워셀러 1기 약 70개사 교육 진행 완료

ㅇ 필수 요건 : 3주간의 집중 교육 참가 가능 기업
ㅇ 우대 사항 :
- 2019 대 일본 수출이력이 전무한 기업
- 해외 진출을 위한 영문/일문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 페이지 보유 기업
- 입점 예정 상품 품목수(SKU) 다수 보유 기업
- 해외 온라인 직접 판매 경험 보유 기업
* 상기 사항 및 큐텐재팬의 각 품목별 시장성 평가에 따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