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관(로봇분야) 참가기업 모집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2020년 11월부터「로봇산업 프리미엄 온라인 전시관」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이에 온라인 전시관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전시관 개요 및 특징

□ 개 요

o 전시관명 : K-Robot O2O Fair with buyKOREA

o 입점기간 : 2020년 11월 ~ 2021년 3월 (약 5개월 간)

o 입점규모 : 100개사 내외 (3D 온라인 전시 가상부스)

o 전시품목 :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로봇부품 등

□ 특 징

o 기존 2D 기반의 제품정보 제공(사진, 텍스트) 중심에서 3D 기반의

입체적ㆍ체감형 콘텐츠(3D 이미지, 동영상) 구성

o VRㆍ3D 콘텐츠의 검색 엔진 크롤링 및 색인생성 불가 단점을

보완하여 SEO(검색엔진최적화) 기능 제공, 사용자 편의성 최적화

- 2D 기반의 가벼움과 3D 기술의 비주얼을 융복합한 온라인전시관 구성으로

사용자 입장의 검색 편의성 및 직관성을 높힌 프리미엄 온라인 전시관 구성

- VRㆍ3D이 적용된 타 온라인 전시관의 일회성 단점을 없애고 일반

웹사이트와 같이 수시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성

지속되는 플랫폼으로 구성



o 참가업체 개별 부스 디자인을 통해, 오프라인 전시회와 동일한 온라인

전시관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 제공

o 해외바이어관을 개설하여, 온라인전시관 내 상시 바이어 정보 확인

온라인 전시관(로봇분야) 3D 가상부스 예시

o 정기 이메일 발송 : 최근 5개년 로봇 분야 전문전시회 참여 바이어

DB(약 10만개 규모) 활용「K-Robot O2O Fair」정기 뉴스레터 배포

- 신규 업데이트 제품ㆍ기업 홍보자료ㆍ이벤트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

격주 발송 → 바이어 접근 지속 유도

o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활용 : 해외 로봇ㆍ자동화 관련 지원기관ㆍ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전시관 홍보

- 중국ㆍ일본ㆍ미국 등 협회와 MoU를 체결한 해외 14개국 24개 기관을

통한 홍보자료 배포, 배너 게시

o 매체 홍보 : 인민망* 등 국내외 산업전문매체 연계 광고, 보도자료 및

기획기사 배포를 통한 온라인 전시관 홍보

* 세계 최대 온라인 포털 언론매체,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신문

o 바이럴 마케팅 :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인지도 향상

o 유관전시회 참가 : 해외 로봇 관련 주요전시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온라인 전시관 홍보



2. 참가신청 방법

o 신청기간 : 상시접수

o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붙임 2 참조) 제출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 제출처 : saemijin@korearobot.or.kr, soyoonbae@korearobot.or.kr

- 참가비 납부 : 35만원 (국민은행 477401-01-241438, 한국로봇산업협회)

* 참가비는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납부(납부하지 않으면 불참으로 간주)

* 참가기업 미선정시 참가비 전액 환불

* 참가기업 선정 이후 기업이 일방적으로 참가 취소시 참가비 환불 불가

* 별도의 국고, 지방비, 기타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원비 등으로 참가비 납부 불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에 따라 동 사업으로 지원받는

KOTRA 국고 외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 중복 수혜 불가. 중복 수혜사실이

확인될 경우,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국고지원금은 전액 회수하며, 향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조치)

- 선정기준에 따른 인증서류 및 기타 가점 증빙서류 제출 : 붙임 1 참조

* 서류 미제출시 배점 및 가점 불가

- 국내 소재 단순 유통기업, 해외 로봇기업 국내 대리점 입점 불가

3. 참가기업 지원사항

o 온라인 전시관 內 프리미엄 3D 가상부스 제공

o 회사소개 및 전시제품 동영상 제작 지원

o 3D 로봇제품 렌더링 및 이미지 촬영 지원

o 바이어 매칭 및 비즈니스 화상상담 기능 지원

4. 참가문의

o 한국로봇산업협회 MICE사업팀

- 진새미 대리 : 070-4681-4999, saemijin@korearobot.or.kr
- 배소윤 전임 : 02-780-3074, soyoonbae@korearobot.or.kr

mailto:saemijin@korearobot.or.kr
mailto:soyoonbae@korearobo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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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가기업 선정기준

기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수출실적 20

(20)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500만불 이상

(19)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미만

(17)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100만불 미만

(15) 3년 이내 평균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경쟁력 20

우수기술 인증(NEP, NET, 싱글 PPM 등) 10점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관련 수상 실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해외규격인증

정부인증 우수디자인(Good Mark 등)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5점

해외전시회

참가이력

10

최근 5년 기준 ( ’15- ’19)

( 10) 5회 이상 / (8) 4회 이상 / (6) 3회 이상 / (4) 2회 이상 /

(2) 1회 이상

품목시장성 10 (10) 매우 우수/ (8) 우수/ (6) 보통/ (4) 미흡/ (2) 매우 미흡 수행기관

전시적합성

20

(20) 매우적합/ (18) 적합/ (16) 보통 /(14) 미흡/ (12) 매우미흡

관리기관

20 수행기관

정책우대

가점

최대

(+10)

①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참가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②전문무역상사

③이란제재 피해기업*

④소재·부품전문기업 인증기업**

10점

⑤KOTRA 해외전시회를 통한 수출성과 입증

⑥고용부 일자리으뜸기업 및 정부·지자체 고용창출 우수기업

5점

⑦사회적 경제기업

⑧유턴기업

⑨8개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영암, 목포, 창원진해, 울산 동구

⑩스마트공장구축 ,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⑪4차 혁명선도 소비재 융합제품 경진대회 수상

⑫환율변동보험가입기업

⑬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⑭해외수출인큐베이터 (BI) 입주기업

⑮전시마케팅 교육(KOTRA, 전시진흥회) 이수기업 등

⑯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⑰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⑱월드클래스300 선정기업

⑲지역대표 중견기업

⑳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㉑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사업 참여기업

㉒효율스타기업

3점

㉓뿌리전문기업

㉔원산지확인서 제3자 기업

㉕관세청 YES-FTA 컨설팅 이수기업

㉖지방수출지원센터 추천

2점

㉗선도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1점

합 계 100(+10)



붙임 2 참가신청서

□ 신청기업 정보

회사명

(국문)

대표자명

(영문)

주 소

□□□□□

홈페이지 사업자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부 서

직통전화 핸 드 폰

E - Mail 팩 스

□ 전시품목 (복수선택 가능)

제조업용
로봇

□다관절로봇
□직교로봇
□다축/단축로봇

□시험검사용로봇
□생산공정용로봇
□이적재용로봇

□용접로봇
□정밀스테이지
□갠트리로봇

□양팔로봇
□협동로봇
□기타( )

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로봇
□전문서비스로봇
□교육용로봇

□유아교육서비스로봇
□청소로봇
□소셜로봇

□국방/방재/소방사회안전로봇
□수술/의료재활/웨어러블로봇
□무인이송로봇/병원물류로봇

□농업용로봇
□기타( )

로봇부품
□스마트센서/머신비전
□모터/감속기

□그리퍼
□로봇암/로봇관절

□로봇케이블
□컨트롤러/티칭팬던트

□사출금형부품
□기타( )

스마트제조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공장자동화/물류자동화

□CAD프로그램/3D솔루션
□제조SW

□모션컨트롤
□제어기/계측기

□기타( )

스마트응용
및SW

□딥러닝/머신러닝/빅데이터분석
□스마트SW/IoT

□3D프린팅/스캐닝
□VR/AR

□자율주행
□컨넥티드카/스마트카

□퍼스널모빌리티
□기타( )

드론산업 □물류/이송/농업/방재드론 □국방/사회안전드론 □취미/레져드론 □기타( )

기타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역거점센터 □기타( )

□ 참가신청

o 참가비 납부 : 35만원 (국민은행 477401-01-241438, 한국로봇산업협회)
* 참가신청시에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070-7777-2553)

부탁드리며 참가비 최종 납부(신청 후 7일 이내)하셔야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o 신청서 E-mail 제출 및 문의

- MICE 사업팀 진새미 대리 : 070-4681-4999, saemijin@korearobot.or.kr

- MICE 사업팀 배소윤 전임 : 02-780-3074, soyoonbae@korearobot.or.kr

당사는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관 참가신청서를 상기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참가업체 대표(담당자) :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