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재단법인 돗토리현산업진흥기구 

돗토리국제비즈니스센터 
 http:www.tottori-kaigai.com/  
 

0859-30-316１  FAX 0859-30-3162 

 
☎ 

（기구본부 주재） ☎ 0857-52-3011 

주소: 境港市竹内団地 255-3（유메미나토타워 1 층） 

kaigai@toriton.or.jp 

주소 鳥取市若葉台南 7-5-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 

돗토리현에서 세계로 판로개척・확대! 
~ 세계진출을 도와 드립니다~ 

해외판로의 가능성 조사 
・해외정보 및 조사방법 소개 / 수출입규제 및 방법 소개 

・해외진출 추진방법 ・무역관련 정보 소개 ・참고자료 제공 
지원 
내용 

해외시장 확인 

・전시회 정보 및 입수방법 소개 ・ 전시회 유의사항 조언 

・수출실무 및 수출업체 정보 제공 ・ 현지 동행 지원 

해외전개를 위한 전략 

・계획서 작성 어드바이스 ・ 외부 전문가 소개 

・JETRO 전문가 소개 

판매처, 현지 파트너 발굴 

・동행지원제도에 따른 상담 서포트  ・ 파트너 선정 아드바이스 

・계약 조건, 가격 설정 등 어드바이스 

지속적인 거래, 신규고객 개척 

・전시회 등 정보제공 ・ 바이어 초청사업에 따른 바이어 소개 

・신규 지역 ・ 상품 등의 해외전개에 대한 어드바이스 

국경ＥＣ 진출、해외기업과의 온라인 상담회 

・국경 EC 세미나 정보제공 ・국경 EC 기업 관련 정보제공 

・화상 상담 시 외국어담당 스태프 서포트 

・신규 지역 ・ 상품 등의 해외전개에 대한 어드바이스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바로 연락 주세요!! 



 

이시다 가쓰시게 [본부 주재] 

제조회사에서 판매∙수출업무, 안전규격취득업무 등 

경력. 수출입 지원, 계약, 시장개척 

 

해외진출 챌린지 
지원 보조금 

해외판로 개척 
활동 동행지원 

해외박람회 ∙ 해외기업과의 개별상담 등에 전문 스태프가 동행하여 현장에서 어드바이스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지( http:www.tottori-kaigai.com/)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돗토리국제비즈니스센터 스태프 소개 

기업매칭, 사업기획、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도와 드립니다. 코디네이터 

모리와키 미쓰루 [식품 담당] 

중국화남지구에서 현지기업과 일본기업을 잇는  

비즈니스 지원사업에 종사.  

전시회 참가 ∙ 신규고객 개척 

전문 상담원 기업의 자립적 진출을 위하여 무역에 대한 전문적 어드바이스 실시. 【매주 화・목】 

구로즈미 아키오    

대만 주재 상사에서 기계수출업무,  Jetro 어드바 
이저를 경력.  

수출입지원・계약・컨설팅・현지활동 지원. 

니시카와 다케시（본부 주재） 

북미 주재 제조회사에서 국내외 영업・시장개척・

신규고객개척업무,홍콩법인총경리 경력 

해외진출・시장개척 

외국어 스태프 

（영어） 

해외 상습관 등 현지 정보, 해외전개를 위한 통역・번역（통・번역 업무만은 의뢰 못합니다） 

▶▶▶지원 메뉴 

해외진출 
외부전문가 파견 

당 센터가 계약하는 인재파견기관에서 해외진출에 관한 전문가를 파견하여 직접 기업을 
지원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지( http:www.tottori-kaigai.com/)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해외전시회 · 박람회 참가, 개별상담에 소요되는 참가비,교통비 등, 해외시장에 대응한  
사양변경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예정이 없는 시장조사는 제외）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지( http:www.tottori-kaigai.com/)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 사례 
■당 센터 기획과 동행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수주 획득 
A 사는 당 센터가 기획하는 해외전시∙상담회에 처음으로 신청하여 참가하게 되었다. 첫 해외전시∙상담회였지만 당 
센터 상담지원제도로 사전매칭 등 상담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상담에서는 적극적인 수주처 개척에 나섰다. 또한 
상담회 후에는 당 센터의 동행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쌓은 결과 현재 독자적으로 해외 
기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국내외 정세에 흔들리지 않은 기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중이다. 

 
■무역실무에 대한 반주형 지원 제도 
당 센터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사업을 계기로 B 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개별지원을 시작하였다. B 사의 사업규모와 
과거의 실적에서 우선은 국내상사를 통한 간접수출로 경험을 쌓은 다음 직수출을 통해서 수출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에서는 수출에 필요한 정보의 분석 및 구체적인 상담, 각종 수속 (가격협상,계약서 작성,수출관련 서류 
작성)등 센터의 지원을 받으며 노력하여, 현재는 해외 수출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당 센터의 지원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수출 현실화 
C 사는 돗토리현산 비트를 사용하여 이채로운 카레∙간장∙와사비∙우동 등을 판매하여 경제산업성 “날개를 펼치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300 사”'에 선정되었다. 국내외 식품전시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해외기업과의 
상담도 증가했지만 무역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당 센터에서는 C 사에 우선 
단계별로 과제를 정리 (무역의 기초지식, 수출관련 비용구조, 결제조건 ,그리고 클레임 대응)하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조언했다. 특히 무역 실무면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 제도(당 센터 프로그램)를 활용하여 실적을 
쌓았다. 사장님의 열정과 당 센터의 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 과제를 극복하여 현재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상담을 진행중이며, 더 활발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분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