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우덴신훠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입점 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KOTRA 상하이무역관, 스타트업지원팀
KOTRA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타오바오 크라우드펀딩(리워드형)
플랫폼 프로젝트 입점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대행 파트너사와 온라인
상담회를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플랫폼 : 자우덴 신훠 (타오바오 산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자우덴 신훠 (造点新货 : izhongchou.taobao.com) : 2015년에 설립된 타오바오 산하 유
일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전 사(社)명은 『타오바오 크라우드 펀딩』이었으나 2019년
플랫폼 업무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명 변경. 플랫폼의 스마트화, IP화, 국제화를 지향함

2. 사업개요
◦ (개최기간) 7.20(월)~24(목) 중 (예정)
◦ (참가대상) 중국 시장 테스트 희망 한국 스타트업 기업
◦ (선호품목) 혁신기술 제품, 문화·오락, 디자인 제품, 공익제품 등
◦ (사업내용) 플랫폼·대행사와 1:1 상담 (사전 선정 기업*에 한함)
* 플랫폼·대행 파트너사가 직접 관심 아이템(기업)을 선정하며, 중복 선정 가능

3. 사업 추진 일정
참가신청
6.17-6.30

→

* 일정 변경 시 공지예정, 상담 이후 진행 예상기업 대상 2차 상담 진행
검토/선정
7.1-7.10

→

상담배정
7.13-15

→

1:1상담*
7.20-7.24

4. 참가요건
◦ 의약기기 및 보건 제품은 가능하나 의약바이오 제품은 등록 불가
◦ (등록제품별 요건 충족) 중국정부 요구 제품관련 자격 증명서, 품질
보장증명서 등 서류구비(식품, 전자제품, 화장품 등)
* 인증 미구비시 대행사와 인증관련 협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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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필독)
◦ 펀딩 진행을 위해 현지 파트너(대행)사는 필수조건(플랫폼 규정)
◦ 이 상담회는 제품의 중국 시장성 검토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담당자·신뢰 가능한 현지 파트너(대행)와 기업 간 연결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플랫폼·파트너(대행)사 수수료(현지 컨텐츠 제작·홍보 소요 등
진행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은 참가기업 부담*임
* 파트너사 대행 수수료 필요 시 타 기관 정부지원사업 (예: 스타트업 바우처,
크라우드 펀딩 사업화/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참가신청서를 토대로 플랫폼/대행사가 관심 제품 보유 기업을 직접 선정
* 선정 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소 1개(플랫폼 or 대행사 중 1개사가 선택)~최대
4개사 (플랫폼, 대행사 3개사 모두가 선택) 상담 가능

◦ 상담 전 플랫폼·대행사 소개 자료를 필독하여 주시기 바람
- 플랫폼 담당자와는 제품의 프로젝트 가능성, 보완점 등 플랫폼
입점 관련 유의사항 위주로, (입점을 직접 도와주지는 않음)
- 대행 파트너사와는 제품 프로젝트 가능성, 대행사의 대행 조건
(수수료, 대행 사항, 배송 등) 에 위주로 상담하면 좋음 (복수 파트너
사와의 상담이 잡힌 경우, 각 대행사의 대행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자사 아이템과 잘 맞는 대행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상담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 활용 예정(매뉴얼 추후 송부)
◦ 기업별 상담시간은 각 30분이며, 중국어 통역 지원
6.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 다운&작성 후 하기 링크로 신청
- 참가신청 링크 : https://forms.gle/hfZc5ZGAdLK5ejMg6
◦ 문의처 : KOTRA 스타트업지원팀, 02-3460-7366, 7368
첨부 : 참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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