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바이어매칭 모바일앱 신규상품 접수 공고 

  

  aT에서는 중국 수입바이어, 유통매장 및 온라인 MD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통한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상품을 소개하는 바이어매칭 사업을 

추진하오니 식품수출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목적 : 중국바이어 대상 모바일앱을 통한 수출업체 신규상품 거래 알선

* 모바일앱 오픈(‘16.11.15)

< 바이어매칭앱 사업지원 개념도 >

 지원대상 : 대중국 농식품 수출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지원 제외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품정보 중문번역

◦중문 상품페이지 제작                       * 수출업체 부담금 없음

◦상품페이지 업로드 등 모바일앱 콘텐츠 관리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3개 상품
 * 지원불가 품목 : 돈육, 쇠고기 및 축산물가공품, 해마 등 중국 수출 불가 품목 

 * 신규상품정보를 제출하는 업체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도 변동 가능

유의사항

◦(상반기)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일자 2016. 1. 1. 이후 상품 지원 가능

◦(하반기)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일자 2016. 7. 1. 이후 상품 지원 가능

 * 6차산업인증업체는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일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수출거래 알선

 ❍ 중국바이어가 모바일앱 접속 후, 상품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을 수출업체 모바일앱 계정으로 송부

   - 회신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바이어 문의사항 발송 시 수출업체 담당자의 이메일 및 

휴대폰으로 알림 실시

   - 수출업체 모바일앱 계정은 업체별 상품등록 시 aT에서 개별 등록 후 통보 예정

 ❍ 모바일앱을 활용한 양방간의 매칭을 시작으로 수출업체 주관 수출 프로세스 진행

   

 유의사항

 ❍ 상품별 최소 사진 5장 이상 의무 제출

   - 제출사진이 동일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상품페이지 제작 불가

   - 사진은 500px×500px을 권장하며, 상품페이지 제작 과정 중 화질수준 미달 시 재촬영 통보

※상품 신규촬영 또는 재촬영 시 aT스마트스튜디오 활용 권유(1컷당 2,000원 / ☎ 02-6300-1901)

 신청방법

수출업체
①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aT ②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통보

 신청서류

구 분 신청서류

1 ▪(온라인작성/필수) 신청서 (온라인으로 작성)

2 ▪(첨부/필수) 신규상품 세부정보표(품목별 사진 5장 이상 첨부)

3 ▪(첨부/필수) 사업자등록증 

4
▪(첨부/필수) (일반업체)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6차산업인증업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서

5 ▪(첨부/선택) 참가품목 카달로그(중문버전)

 관련문의 : 중국수출부 박민희 (061-931-0986), 김성미 (061-93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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