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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친구맺기란?

세계한인무역협회 한인 무역인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간

1:1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컨소시엄 구성

• 수출 수요에 적합한 한인 무역인 매칭

• 현지 시장니즈를 고려한 제품 컨설팅

• 지속적인 상호 협력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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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① [gbiz.okta.net] 검색

② OKTA아이디가 있는 경우 ☞ 로그인

OKTA아이디가 없는 경우 ☞ [회원가입] 클릭

※ 회원가입은 okta.net 사이트로 자동 이동

※ 아이디가 있는 회원은 9페이지로 이동

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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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① 중소기업회원: ‘국내’ 중소기업 대표

② OKTA 회원: ‘해외 현지 지회’의 회원

TIP 선택 입력 사항을 자세히 작성시 매칭 확률이 높아져요!

TIP 정보는 상호공개 원칙으로, 
내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는 상대방의 정보도 볼 수 없어요!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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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① 정보 입력은 자세히 작성

TIP 선택 입력 사항을 자세히 작성시 매칭 확률이 높아져요!

TIP 정보는 상호공개 원칙으로, 
내가 입력하지 않은 정보는 상대방의 정보도 볼 수 없어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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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②①

③

① [gbiz.okta.net] 사이트 이동

② 로그인

③ 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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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① 처음 로그인하는 중소기업 소속기관 선택하기

② 소속기관 중 [테크노파크] 선택

TIP 테크노파크 기준은 사업장 소재지 (지역)

③ 소속기관에서 검토 후 승인예정 (1~2일 소요)

④ 승인 후 로그인 가능

※ 3일이 지나도 승인이 안될 경우 소속 테크노파크에 문의
*문의처 13페이지로 이동

※ 소속기관 선택 / 처음 로그인하는 중소기업만 해당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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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친구신청

① 메인 페이지 왼쪽 상단 [수출친구맺기] 클릭

② [친구신청] 클릭

※ 중소기업 로그인 시 ☞ 사업참여 ‘OKTA회원 리스트’ 화면

※ 옥타회원 로그인 시 ☞ 사업참여 ‘기업 리스트’ 화면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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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친구신청

① 친구 리스트 기준

※ 중소기업 로그인 시 ☞ 사업참여 ‘OKTA회원 리스트’ 화면

※ 옥타회원 로그인 시 ☞ 사업참여 ‘기업 리스트’ 화면

② 원하는 국가/지회/품목 필터 선택 또는 검색어 입력

③ 매칭을 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클릭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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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친구맺기

②

③

① [매칭신청하기] 클릭

② [확인] 클릭

③ 신청 상태 확인

※ 신청가능 ☞ 매칭 신청 전

※ 수락대기 ☞ 상대방이 매칭 신청 수락 전

※ 매칭완료 ☞ 상대방이 매칭 신청 수락 완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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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친구맺기

① [매칭활동] 클릭

② 매칭 성사목록, 신청목록, 취소목록 확인 가능

※ 성사목록 ☞ 상호 매칭 완료된 목록

※ 신청목록 ☞ 본인 또는 상대방의 매칭 신청 목록

※ 취소목록 ☞ 매칭 취소된 목록

TIP 매칭완료 시점부터 상대방의 e-mail,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 공개

*정보 상호 공개 원칙으로 내가 입력한 만큼 상대방 정보 열람 가능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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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정보를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www.okta.net 사이트의 마이메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 이메일 등 정보가 보이지 않을 땐 어떻게 연락하나요?

정보 상호 공개 원칙으로 내가 입력한 만큼 상대방의 정보를 열람 가능합니다. 
내 정보를 입력해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매칭쪽지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시 소속기관 검토 중이라고 나옵니다. 

소속 테크노파크에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별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033-248-5615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362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68 광주테크노파크 062-602-7216

부산테크노파크 051-320-3541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44

전북테크노파크 063-219-2126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55

충북테크노파크 043-270-2215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634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26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65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44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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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친구맺기가 완료되면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에도 지원된 건가요?

수출친구맺기는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프로세스 중 [컨소시엄 구성] 단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시고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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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