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1122호

2022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전시회
(UzMed Expo 2022)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도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신북방 국가 진출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 경기도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전시회(UzMed Expo 2022)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5. 18.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전 시 회 명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전시회(UzMed Expo 2022)
나. 개최일시/장소 : 2022. 9. 21.(수)∼23.(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EC Uzexpocenter
다. 전시규모 : 9개국 69개 업체(방문자 20개국 6,063명) / 2019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2020, 2021년 전시회 미개최

라. 사업내용 : 우즈베키스탄 의료기기 전시회 경기도 공동홍보관 구성 참가
마. 지원사항 : 부스(기본 9㎡, 3mX3m) 임차료 및 기본 비품(U$3,500 상당)
공동 홍보관 인테리어, 경기도 공식 부대행사 통역 등 지원
출장비(항공, 숙박 등), 전시품 및 홍보물 운송·통관 등(기업 자부담)

2. 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 의료기기 제조 기업으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본사, 공장, 연구소(사무소) 중 1개 이상)
나. 선정규모 : 경기도 소재 의료기기 제조기업 5개사 내외
나. 주최/주관 : 경기도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다. 접수기간 : 2022. 5. 18.(수) ~ 6. 10(금) 17:00까지
라.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기업 및 제품 소개서 각 1부, 카탈로그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마.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및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① (제 출 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사업부
ted@medinet.or.kr
② (신청문의)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전략사업부
과장 정철우 070-4837-5053
③ (기타문의) 경기도 보건의료과 의료산업팀
주무관 이차호 031-8008-4343

3. 세부일정
신청 및 접수

선정기업 통보

전시회 참가 기업

평가기준에 의한

신청 및 접수

5월 18일∼6월 10일

⇨

참가기업 선정

설명회

전시회 진행

전시회 설명회

⇨

(주요 일정, 통관,

⇨

전시회 참가

부스선정 등)

6월 22일

7월중

9월 21일~23일

*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개별 연락

4. 유의사항
가.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시 향후 2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및
수탁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나. 제출서류 위/변조 또는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다. 전시회 종료후 활동결과 보고서(상담 및 계약실적 등)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