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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수출상담회



* www.gomp2021.com 로 접속

① 우측 상단 또는 중앙 하단의 ‘참가신청’을 통해 참가업체로 등록

http://www.gomp2021.com/


* 상담회 신청 정보 입력

빨간색 별표 항목(*) : 필수 입력 항목



* 상담 가능 시간 설정

① [시간표 설정] 메뉴 선택

② [참석가능/불가 시간] 설정

[참석불가 시간]으로 설정한 시간대에는 바이어와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음

* 최대한 많은 시간대를 ‘참석가능 시간’으로 설정함으로써 상담 주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바이어에게 상담 신청하는 방법

① [상담 신청] 메뉴 선택

② [참가 바이어 목록] 에서 바이어 상세정보 확인 후 [상담신청]

* 바이어 정보를 확인 후, 품목/분야 등이 일치할 경우 상담신청

* 상담신청을 하더라도 바이어 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상담 미진행



* 바이어로부터 받은 상담 수락/거절

① ②

① [상담 신청 현황] 메뉴 선택

② [상담주선 대기목록] 에서 “상대방 신청” 건에 대하여 [신청수락] 혹은 [반려] 선택

* 상호 신청 : 바이어의 신청을 내가 수락하거나, 나의 신청을 바이어가 수락한 경우 (국내기업-바이어 모두 상담 희망)
* 상대방 신청 : 바이어가 나에게 상담 신청한 경우 (신청수락/반려 중 선택 필요)
* 나의 신청 : 내가 바이어에게 상담을 신청한 경우 (바이어의 수락 대기중인 상태)



* 상담 주선 결과 확인

① [주선 결과 확인] 메뉴 선택

② [상담 시간표] 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시간대 : 확정된 상담 건

③ 상담 시간에 [화상회의] 링크로 입장

(‘입장’ 버튼을 클릭하거나 링크를 인터넷 창에 입력하여 진행 가능)



(참고) 마이페이지 메뉴별 안내

참가정보 : 나의 정보 확인 및 수정

상담 신청 : 바이어 목록 확인 & 상담 신청

시간표 설정 : 상담 가능/불가능 시간 설정

상담 신청 현황 : 주선 대기목록(나의신청 & 상대방 신청 건) 과
매칭 확정목록 확인

주선 결과 확인 : 상호간 매칭 완료된 상담 리스트 확인 & 화상
회의방 입장



상담 주선 목록 (최종 확정 건)
- 상담일시에 상담 진행 예정

상담주선 대기목록 (미확정 건)
- 바이어가 나에게 상담을 신청함. 

나의 수락/반려를 대기중인 상태
(#1 상대방 신청)

- 내가 바이어에게 상담을 신청함. 
바이어의 수락/반려를 대기중인
상태 (#2 나의 신청)

- 나와 바이어가 서로 상담을
희망하는 상태 (#3 상호 신청) 
양사에서 설정한 상담 가능
시간이 일치할 때 최종 매칭 가능

- 최종 매칭 시, 상단의 상담 주선
목록에 표시됨. 최종 매칭 여부는
10/15 이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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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상담 신청 현황]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