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칠레 국제항공우주전시회(FIDAE) 한국 수출홍보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KOTRA

산티아고무역관은 우리 방산·치안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2

칠레 국제항공우주전시회(FIDAE) 한국 수출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은

2022. 4. 5. (화) - 4. 10. (일)이오니,

관심기업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1. 개요

∘ 사업명: 2022 칠레 국제항공우주전시회(FIDAE) 한국 수출홍보관
※ [분야] ◯1 국방·치안(Defense·Security), ◯2 민간-상업 항공(Civil-Commercial Aviation), ◯3 항공기
정비(Aircraft Maintenance), ◯4 항공 장비 및 서비스(Airport Equipment and Services), ◯5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 ◯6 우주기술(Space Technology), ◯7 무인항공기(UAF/RPAS(Drones)) 등
⇨ FIDAE 홈페이지: http://www.fidae.cl

∘ 일자: 2022. 4. 5. (화) - 4. 10. (일) (오프라인)
∘ 장소: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Arturo Merino Benitez Airport)
∘ 내용
◯1 국내 우수 방산 치안 기업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영상 등 전시
·

②

(상담수요

발굴 시) 칠레 유력 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지원(온라인)

∘ 규모: Hall B, 16m2 (10개사 내외)
Hall B

FIDAE 한국 수출홍보관(KOTRA 부스) 위치

2. 참가 신청 방법

∘ 기한: 2022. 2. 21. (월) - 3. 3. (목) (※ 한국시간 기준)
∘ 방법: ◯KOTRA 기업회원 가입 ⇨ 참가신청서 작성 ⇨ ◯산티아고무역관
1

②

3

이메일 접수(santiagokotra@gmail.com)

∘ 참가비: 무료
※ [KOTRA 지원사항] ◯1 맞춤형 1:1 바이어 상담 제공, ◯2 카탈로그, 영상 등 전시, 한국 수출
홍보관 참가기업 디렉토리 제작·홍보 등을 통한 마케팅 대행(현지 카탈로그 인쇄비, 영상
3
4
◯
◯
편집비 등 KOTRA 부담), (상담주선 시) 통역원 무료 제공, 홍보관 운영 F/U 진행 등

3. 추진 일정(안)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 3. 3.(목)

참가기업 모집

비 고
KOTRA 산티아고

전시희망 홍보자료(기업·제품 홍보 카탈로그, 영상 등) 제출
~ 3. 8.(화)

3. 9.(수)
~ 3. 29.(화)

※ 제반 제출자료 (수신처: santiagokotra@gmail.com)
1
◯
(필수) 기업 로고(AI 파일)
2
◯
(선택) 기업·제품 홍보 카탈로그, 영상 등 홍보자료 일체
한국 수출홍보관 운영 준비(장치구성, 디렉토리 제작 등)

KOTRA 산티아고
칠레 바이어 대상 사전 상담 수요조사
최종 홍보관 운영계획 안내

3. 30.(수)
(사전 상담수요 발굴 시)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지원
4. 4.(월)

참가기업

KOTRA 산티아고
참가기업

한국 수출홍보관 부스 최종 확인

4. 5.(화)
~ 4. 10.(일)

한국 수출홍보관 운영(우리 기업·제품 홍보 및 상담수요 발굴)
KOTRA 산티아고
한국 수출홍보관 운영결과 안내 및 F/U 진행

4. 11.(월) ~
(상담수요 발굴 시) 1:1 비즈니스 상담 주선·지원

4. 문의처:

KOTRA

산티아고무역관

santiagokotra@gmail.com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