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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는 외국인 투자기업 ‘Dow’(이하 다우)와 혁신 기술을 가진 국내 중소중견 스타트업 기업, 

연구센터, 대학의 협력을 위해 1:1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행사명: LinkInvest 투자협력 상담회 

◦  내용: 다우와 1:1 협력상담을 통한 협업파트너 선정 

서류심사를 통해 1 차 선발된 기업에 대해 6 월말 오프라인 투자협력 상담회 진행 예정 

◦  협업수요 분야  

투자/연구개발 등 협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센서, 에너지 등 첨단산업분야  

혁신 재료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연구센터, 대학과 협력 

계약생산협력 

(Contract Manufacturing)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배터리, 센서,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와 관련된 

소재 기업과 계약 생산 협력 

◦ 참가대상: 다우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연구센터,대학 

- 투자유치: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협력 

- 기술협력: 공동연구 혹은 기술 라이센싱 협력  

- 생산협력: 계약생산 및 국내 생산확대를 위한 협력 

 

2. 참가기업 모집개요 

◦ 모집기간: 4월18일(월) ~ 5월2일(월)까지  

◦   참가비: 무료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영문 자료 각 1부  

◦ 1차 선정 발표(예정): 22년 5월20일/ 1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 1:1 오프라인 상담 진행 예정 

◦   신청방법:  이메일(worldpeace@kotra.or.kr)로 사업신청서 송부 

◦   문의처: Invest Korea 신산업유치팀 [☏ 02-3460-7798, worldpeace@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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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Invest 」 국내기업 사업신청서」 

기업 정보 Company Information 

기업 명 

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License 

Registration N. 

  

종사자수 

N. of Employees 
 

연 매출액 

Annual Sales, $ 

  

설립연도 

Founded 
 

사업유형 

Business Type 

  

기업소개 

Company Overview 
 

협력 수요 Partnership Demand 

파트너쉽 유형 

Type of Partnership 

투자 

Investment 

☐ Joint Venture (합작투자)              ☐ M&A (인수&합병) 

☐ Start-up Investment (스타트업 투자)                     

연구개발 

R&D 

☐ Technical Alliance(기술제휴)       ☐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산학협력) 

☐ Joint Development(공동개발)      

기타 

Others 

☐ Manufacturing Service (제조서비스)     ☐ Purchase (구매) 

☐ Strategic Sourcing (전략적 소싱)) 

세부사항 

Description 

제품 개요 및 특징 소개 

* 영문 소개자료 첨부(필수) 

* 협력 분야와 관련 귀사가 보유한 시장 경쟁력에 관해 기술 

* 공개가능한 기술개요도, 사진 첨부 

* 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 논문 등이 있는 경우 첨부 

 

(선택사항) 

다우케미칼사와 기존 협력내역이 있는 경우 기재 

수출경험(수출 품목, 수출국가 및 수출액 등) 이 있는 경우 기재 

해외 파트너 혹은 국내외 투자유치 경험이 있는 경우 기재  

특허 유무 : 해당 시 특허명 및 특허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인증 유무: 미국, 유럽 등 주요 화학시장 수출 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재  

담당자 정보 Contact Information 

담당자 성명 

Contact Person 
 

직위 

Position 

  

사무실 전화 

Phone(Office) 
 

이메일 

Email 
  

기타 요청사항  

Other requirements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집목적 : KOTRA LinkInvest 사업 참가, 사후관리, KOTRA 사업 안내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필수 항목            

         - 성명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정보          

         - 전화번호, 이메일, 직위 : 사업 안내 등 원활한 의사 소통 경로확보를 위한 정보     

      ▶선택 항목 없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 사업 참가 후, 5 년이 되는 날까지      

     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후에도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 당시 정보주체의 이용·제공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제공하지 않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필성명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