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 – 0221호>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5차년도

수혜기업 제품 체험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5차년도 수혜기업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확인 및 개선점 파악, 후속 개발방향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체험 모니터링단을
모집·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년

월

일

재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체험 모니터링단 모집 개요

가. 모집 목적 : 실사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제품의 실사용 및
체험을 통해 소비자 선호도 확인, 사용성 평가, 제품 품질 개선점 파악,
후속 제품 개발방향 설정 등 기업 경쟁력 강화
나. 모집 대상 : 에어가전제품을 사용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실사용자 10명
다. 공고 및 접수기간 : 모집공고일 ~ 2021.11.01(월)
라. 체험 모니터링 방법 : 제품의 특징 및 장점, 가격, 개발컨셉 등에 대한 청취 및 시현체험
·
마. 체험 모니터링 대상 제품
[

5

NO

제품명

1

가정용 제빙기

2

소형 공기청정기

3

대용량 공기청정기

4

차량용 공기청정기

5

방역 스프레이

6

방역 소독기

7

원적외선 돔 온열기

8

넥밴드형 공간제균기

9

차량용 공기청정기

10

열화상 카메라

10 ]
지원분야

국내 외
판로개척
통합지원

바. 체험 모니터링 일시 및 장소
- 일 시
1차 : 2021.11.09.(화), 14:00~18:00(4시간)
2차 : 2021.11.10(수), 14:00~18:00(4시간)
-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1층 메이커스페이스
※ 수혜기업 및 모니터링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운영 시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 단계 준수 예정

2. 지원자격 및 모집절차

가. 지원자격 : 에어가전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관심이 있는 실사용자 10명
나. 모집절차 : 지원서 신청접수 후 지원 자격여부를 서류심사를 통해 검토확인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자격 심사는 서면심사로 하여 실사용자 중 에어가전 제품 사용이 많은 경험자 순으로 10명 선정
※ 결원 발생시, 예비순위자로 충원 예정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나.
다.
라.
-

접수기간 : 모집공고일 ~ 2021.11.01(월)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e-mail 또는 우편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부속서류(첨부의 지원신청서 참조)
문의 및 접수처
접수처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생활지원로봇센터 209호
담당자 : 양새로와 전임, e-mail : rowa@gjtp.or.kr
전 화 : 062-602-7513, 팩스 : 062-602-7509
※ 우편접수는 2021.11.1(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추진 일정
모니터링단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모집신청서 접수
(모집공고일 ~ 11. 1.)

신청서 접수

⇩
지원자격 심사 및 모집 결과통보
(11. 5.)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개별통보)

⇩
모니터링단 운영
(11. 9. / 11. 10.)

모니터링단 운영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 및 수혜기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 사항

가. 체험 모니터링단 신청자 선정은 광주테크노파크 기계전자산업지원센터의 서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 취소
다. 신청자는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첨부 :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 수혜기업 제품 체험 모니터링단 지원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