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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th 2021
KOTRA

1. Click the Registration/Sign up button of the main page.
메인 페이지에 있는 Registration(등록)/Sign up(회원가입) 버튼 클릭

2. Select the type you belong to. 해당되는 항목 선택

<Startup>
Any startups who want to grasp
new business opportunity
in the overseas market ☺
대상: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길 희망하는 스타트업
(우측 Global partners와 상담 가능)

<Global Partners>
Suitable for company or investor
who have demands of partnership
or investment with/to startups.
대상: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이나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투자자/바이어/정부기관
(좌측 Startup과 상담 가능)

<General Attendee>
Anyone who don’t have demand
for partnering meeting.
Suitable for those who want to
watch online forum & speech ☺
대상 : 상담회에는 참가하지 않고 포럼을
시청하거나 행사 정보만 보고자 하는 사람

3. After reading the terms and statement above,
please check “I agree to~” and click “Proceed to apply”.
정보제공 안내문을 읽고 동의 항목에 체크 후, “Proceed to apply(신청 진행)” 클릭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You can use this
ID/PW from
next log in.
입력한 아이디/비밀번호는
다음 로그인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 you are a Korean startup, please enter your KOTRA member(기업회원) ID.
If you are from foreign country(who don’t have business license number in KOREA),
just write down “n/a” or “n.a”.
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스타트업은 KOTRA 기업회원(법인회원) ID를 기재해 주십시오.
해외 소재 기업이면(한국에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업), “n/a”혹은 “n.a”를 기재해 주십시오.
※ KOTRA 기업회원 가입 URL 바로 가기 → https://bit.ly/3xlgOAq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모든 항목을 영어로 작성해 주십시오.

①

Fill in all fields in English.

➁

Please note that all the company information except personal info will be shown on the STARTUP menu.
개인 정보를 제외한 기업 정보는 STARTUP 메뉴에 표시되어 Global Partner에게 공개 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➂

Please enter disclosed information only.

공개 가능한 정보만 기입해 주십시오.

Name on the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기업명

Multiple
Selection
available
복수선택가능

Please enter your company’s opened information as specific as possible.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you enter, the higher the chance of matching ☺
높은 매칭 확률을 위해 기업의 공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Please continue to fill in all registration fields in English.
계속해서 모든 항목을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g. KOTRA is a state-funded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organization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KOTRA는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무역진흥과 투자 및 산업 기술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Describe main
business contents
사업 메인 아이템 소개

e.g. It has facilitated Korea's rapid[citation needed] export-le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various trade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overseas market surveys, SME export promotion, trade info services, government-togov't export, foreign investment in Korea(FDI) promotion and business matchmaking.

This image will be shown in the company introduction page. Less than 1MB is recommended.
본 이미지는 기업 소개 페이지에 노출되는 이미지입니다. 1MB 미만을 권장합니다.

Please describe your company’s differentiation factors from your main competitors.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차별화되는 요소를 적어주십시오.

Please enter your company’s opened information as specific as possible.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you enter, the higher the chance of matching ☺
높은 매칭 확률을 위해 기업의 공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Please continue to fill in all registration fields in English.
계속해서 모든 항목을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Select your funding status. Yes or No (현재 투자유치 중인지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Yes : looking for investors / 투자자를 찾고 있음
No : looking for promising partners./ 현재 투자유치 중이 아니며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음

해외 파트너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목적을 선택해주세요(복수 선택 가능)

Please enter your company’s opened information as specific as possible.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you enter, the higher the chance of matching ☺
높은 매칭 확률을 위해 기업의 공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Please continue to fill in all registration fields in English.
계속해서 모든 항목을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NTER OPENED INFORMATION ONLY.
공개 가능한 정보만 기재해 주십시오.

Unit : million dollar
단위 : 백만불

If you don’t have any sales record, enter “n/a”
매출이 없다면, “n/a”로 기재해 주십시오.

If you want to promote your company/product/service more effectively to the participants,
please enter pitch video or deck URL (They will be shown to your startup introduction page)
잠재 파트너들에게 회사/제품/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 피칭 비디오나 소개 자료의 URL링크를
입력해주세요.스타트업 개별 페이지에 노출됩니다.

Please enter your company’s opened information as specific as possible.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you enter, the higher the chance of matching ☺
높은 매칭 확률을 위해 기업의 공개 정보를 가능한 상세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Registration as a STARTUP
스타트업 등록 정보 입력

Please continue to fill in all registration fields in English.
계속해서 모든 항목을 영문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erson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played on the website.
However, it can be used for the event operation.
For more details o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lease see the Privacy Policy at the bottom of the site.
이 개인정보 항목은 웹사이트 리스트 화면에 공개되지 않으나 상담 주선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아래에 있는 Private Policy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f the contents you have entered are not sufficient enough, the organizer(KOTRA) may request additional contents via registered
email or phone call. Final registration will be completed after the approval of the organizer.
So, please fill out the form as specific as possible from the beginning☺
기재하신 내용들이 불충분할 시, KOTRA 담당자가 email이나 전화를 통해 정보 추가 작성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 입력과 담당자의 승인이 끝나야 최종 등록이 완료되니, 모든 항목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wait for the approval
from the organizer(KOTRA).
KOTRA 담당자가 승인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