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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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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정

구분 날짜 주요일정

① ~ 2020.11.16 (월) 까지  온라인 B2B “프로파일 등록” 마감

② ~ 2020.11.19 (목) 까지  온라인 B2B “미팅 예약” 마감

③ 2020.11.20 (금)  
 해당일기준 최종 미팅 스케줄 안내 및

ZOOM 링크 송부 예정

④ 2020.11.24 (화)  1:1 B2B 상담 진행

3. 2020 코리아 유레카데이 공식 홈페이지

 추후 공지 (10/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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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2B 매칭 홈페이지 주소

 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 위 홈페이지를 통해 파트너 매칭이 이루어지며 (미팅 신청/수령), 
최종 스케줄을 기반으로 실제 미팅은 Zoom 어플 활용하여 진행됨. 

** 최종 스케줄은 행사 2~3일 전 일괄 이메일 발송 예정)     

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4. 행사 개요

 온라인 사전 상담 신청 후, 현장에서 20분간 1:1비즈니스 상담

시간 행사내용 비고

16:00 ~17:35 1부 상담회 95분

17:40 ~ 18:00 중간 휴식 20분

18:00 ~ 20:00 2부 상담회 100분

① 일시 : 2020. 11. 24 (화)

*각 미팅은 20분 씩 진행

② 장소 : 온라인 ZOOM 미팅 (미팅 별 접속링크 추후 공지)

③ ㈜이디리서치 지원내역 : 

• 사전 B2B 미팅 신청 및 파트너 발굴 지원

• 미팅 사후관리 (연락 사무 및 국제공동 R&D(EUREKA, Eurostar2,                    

Horizon2020) 연계 지원)

• 비즈니스/기술/R&D 협력 파트너 발굴 프로파일 온라인(EEN DB) 홍보

④ 참가비 : 무료

⑤ B2B 상담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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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B2Match 상담예약 시스템 :
계정(프로파일) 생성



1. Sign-in [등록 및 로그인]

 B2B 매칭 웹사이트에 접속 한 후, 

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Matchmaking tool 오른쪽 상단의 “Register now”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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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1. Sign-in [등록 및 로그인]

1) B2Match 행사를 “처음” 참가하는 경우

① 사이트 등록을 위한 이메일 주소 및 성명 입력 및

Continue with Email 버튼 클릭

② 로그인 시 사용할 Passward 입력 및 약관동의 체크 후,
Continue with Email 버튼 클릭

*등록 시 기재하신 이메일 주소가 본 사이트 로그인 시 사용될 I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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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1. Sign-in [등록 및 로그인]

2) B2Match 활용 행사를 처음 참가 하는 경우

- 기존 계정(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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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file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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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사업분야, 기업 정보, 지원 파트너 등 추가 정보 작성

① Personal Information에서 담당자 정보 등록

Time zone: 한국시간(Seoul) 기준으로 설정

미팅 신청/접수 시에도 국내기업은 한국시간, 

해외 기업은 각 국가 기준시로 나타납니다.



2. Profile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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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사업분야, 기업 정보, 지원 파트너 등 추가 정보 작성

② Organization Information에서 기업 정보 등록

② 기업 정보



2. Profile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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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사업분야, 기업 정보, 지원 파트너 등 추가 정보 작성

③ 제공서비스 (Company services), 기술분야 (Technology) 선택

★ 사업 분야 선택 필수 ★
Keyword 검색 시 기업 노출 횟수 증가

③ 활동분야(제공 서비스 및 기술) 



2. Profile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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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보, 기업 정보, 주소, 사업분야, 지원 파트너, 추가 정보 작성

④ 기업 주소, ⑤담당기관, ⑥국제공동R&D경험 ⑦개인정보보호 동의

④ 기업주소

⑤ 담당기관 선택

★ KR – ED Research 선택!!!

기업 직원규모

⑥ 정부펀딩 경험 유무

⑦ 개인정보보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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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tendance [미팅 스케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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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 일정(상담 시간)선택 (Matchmaking Sessions)

① 미팅 희망 시간대의 세션 설정 (최대 9건 미팅 가능)

② 등록 완료 후에도 “Agenda” 탭에서 미팅 희망 시간대 변경 가능

* 미팅 별 20분 진행, 최대 9건 미팅 가능

참여 가능한 시간에
모두 체크 표시 후 Continue 클릭

① 미팅 희망 시간 설정 ② 추후 미팅 희망 시간 변경 가능

Agenda

“Add”, “Remove” 버튼
클릭하여 수정 가능



3.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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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이 프로필 생성 확인

① 기업정보 등록을 마치면 1차 등록 완료

② “Marketplace Opportunities” 등록이 되어야 최종 등록 완료 ★ ★

(매뉴얼 18페이지 ~22페이지 참조)

③ 관리자(이디리서치)가 프로필 승인 후 미팅 신청 가능

②

① 1차 등록 완료

★Marketplace Opportunities 등록 필수!! ★



Part 03 

B2Match 상담예약 시스템 :
Marketplace Opportunitie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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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Profile 둘러보기

 기업 계정 정보 변경 및 협력프로파일 작성 가능

Tab 명 설명

My profile  제품, 서비스, 파트너 등에 대해 협력프로파일 작성

Organiser questions  참가자 유형, 패스 신청 여부 등 주최측 필요 정보

Account settings  계정 정보 변경 (메일주소, 비밀번호 변경 등)

Logout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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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명 설명

① Partnership  파트너십 제목, 내용, 원하는 파트너 타입 작성

② Project Cooperation  프로젝트 협력, 내용, 진행상황, 원하는 협력 타입 작성

③ Expertise  전문기술 제목, 내용, 기술 전문 분야 작성

④ Request  요청사항 제목/내용 작성 (다양한 요청사항 신청 가능)

2. Marketplace Opportunity 둘러보기

 기업 기술 및 협력 수요 관련 프로파일 등록



2. Marketplace Opportunity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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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이 원하는 수요, 프로젝트 협력 내용, 전문분야 등 기술

★ 해외 기업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협력 주제

기업이 원하는 파트너십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술

원하는 파트너 타입 (선택)

관련 파일 업로드 (선택사항)

파트너십 NEW PARTNERSHIP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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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이 원하는 수요, 프로젝트 협력 내용, 전문분야 등 기술

★ 해외 기업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협력 파트너 유형 (선택)

프로젝트 협력관련 요약

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 협력 내용을 자세히 기술

프로젝트 연구 단계 (선택)

관련 파일 업로드(선택사항)

2. Marketplace Opportunity 등록

프로젝트 헙력 수요 NEW PROJECT COOPERATION②



전문 기술 제목

기술 전문분야 작성

전문분야 (중복 선택 가능)

관련 파일 업로드(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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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이 원하는 수요, 프로젝트 협력 내용, 전문분야 등 기술

★ 해외 기업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2. Marketplace Opportunity 등록

전문분야 NEW EXPERTISE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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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업이 원하는 수요, 프로젝트 협력 내용, 전문분야 등 기술

★ 해외 기업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각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

요청사항 제목

요청사항 내용 작성 (다양한 요청사항 신청 가능)

관련 파일 업로드(선택사항)

2. Marketplace Opportunity 등록

요청사항 NEW REQUEST④



Part 04

B2Match 상담예약 시스템 :
상담 신청/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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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및 미팅 신청
①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Login 버튼 클릭

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② 가입 시 등록한 ID/PW 입력 후 로그인

24

https://korea-eureka-day-2020.b2match.io/


①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Participants 클릭
(행사 전체 참가자 확인 가능)

② 상단 Filter 검색 시, 키워드(국가, 기업명, 기술명 등) 검색 혹은
구분별 필터링 하여 참가기업 검색

③ 미팅 가능/불가능 여부 (Available/Not available) 확인 후, 
해당 기업명 클릭하여 프로파일 확인

* 세부 검색 기능은 다음 페이지 참조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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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및 미팅 신청

국가별 검색

기업 유형별 검색

산업 분야별 검색

기업 규모별 검색

키워드 검색



2. 세부 검색 기능 - 키워드 검색
① 키워드 입력 후 Enter 키 누르기
② 검색 결과를 참가자 (Person) 또는 기관 (Organization)으로 표시
③ 최신순(Newest first)/철자순 (Alphabetically) 정렬 선택
④ 미팅 가능/불가능 여부 (Available/Not available) 확인 후, 

View profile (프로필 보기) 클릭

1) 키워드 검색 (Quick Find)

- 키워드, 이름, 국가별 검색

- 신규 등록된 프로파일, 

B2B 참가기업, 북마크 한

프로파일 별 검색 가능!

② ③

④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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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색 기능 – 국가별 필터

2) 국가별 검색
- Countries 클릭
- 미팅 희망 파트너 국가 체크
- 필터 취소 시 Clear Filter 클릭

* 1개 이상 선택 가능
* 기관별, 산업별 필터와 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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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색 기능 – 기관별 필터

3) 기관별 필터
- Organization types 클릭
- 미팅 희망 파트너 기관 유형 체크
- 필터 취소 시 Clear Filter 클릭
- 선택 완료 시 Close 클릭

* 1개 이상 선택 가능
* 국가, 산업별 필터와 중복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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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검색 기능 – 산업별 필터

4) 산업별 필터
- Business fields 클릭
- 관심 산업 분야 체크
- 필터 취소 시 Clear Filter 클릭
- 선택 완료 시 Close 클릭

* 국가별, 기관별 필터와 중복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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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iew Profile : 미팅 요청 전 개인 및 기업의 프로파일 확인
→ 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공됨

② Request Meeting: 본 기업에게 미팅 요청

해외기업 프로파일 화면 (예시)

②

Not available의 경우, 
미팅 신청 불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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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 신청 _ 3.1 해외 기업에게 미팅 “요청”시

* 미팅 불가능 (Not available)이 나타나는 경우

1) 상대기업의 스케줄이 모두 예약 된 경우

2) 해외기업과 서로 가능한 미팅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2)의 경우 “Agenda” 탭에서 미팅시간 조절로 해결 가능



③ 미팅 신청 버튼 클릭 시, Request Meeting이라는 팝업창이 뜸. 
간단하게 기업 소개 및 해당기업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기재한 후,     
Send request 버튼 클릭

④ Request sent: 미팅 신청 완료 → 이후 상대방의 승인 대기
⑤ Cancel Meeting: 신청한 미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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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 신청 _ 3.1 해외 기업에게 미팅 “요청”시

④
⑤

메시지 작성③



 해외기업으로부터 미팅 접수 시, 담당자 Email 또는 B2B 웹사이트
에서 세부 내용 확인 가능

① email
- 미팅이 접수 되었을 경우, 등록된 이메일 계정으로 미팅 요청
메시지가 전달됨. Open request 클릭 시, 미팅 신청한 기업의
메시지 페이지로 자동 연결됨. 

② 미팅요청 확인 페이지
- 상단의 Profile 탭 클릭 시 프로필 확인 가능
- 프로필 확인 후 미팅 승인 (Accept) 또는 거절 (Decline)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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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 신청 _ 3.2 해외 기업으로부터 미팅 “접수“시

웹페이지에서 미팅요청 확인

미팅 신청한 기업의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

미팅 승인

① Email 통해 미팅 요청 메시지 전달

②

거절 / 일정변경 / 승낙



③ 전체미팅 관리 : 우측 상단 Meetings 버튼 클릭 시, 

→ 확정 (Confirmed)/Pending (대기)/Canceled (취소) 등 전체 미팅 확인 가능

④ 확인하고 싶은 미팅 내역 클릭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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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 신청 _ 3.3 해외 기업 미팅 관리 페이지



⑤ 메시지 : 미팅 승인/거절 및 일정 관련 메시지 입력

⑥ 메시지 전송: Send message 버튼 클릭하여 메시지 전송

- 미팅스케줄(Agenda) 정보 –

• 최종미팅 스케줄 및 ZOOM 링크는 행사 11월 20일(금)에 이메일로 수령

• 최종 수령한 스케줄 대로, 기업은 부여 받은 Zoom 링크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된 미팅진행 (문의 : ㈜이디리서치 / 김수정 선임연구원/)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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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2Match 상담 관련 일정

일정 구분

~ 11/16 (월) 온라인 프로파일 등록 마감

~ 11/19 (목) B2B 상담 신청 마감

11월 24일 (화) B2B 상담

5. B2Match 개인 상담일정 샘플

★ 상담예약이 11월 19일(목) 까지 가능하여
최종 상담스케줄은 11/20 (금) 이메일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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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5

B2B Matchmaking :
상담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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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일지 양식은 이메일로 사전에 송부드릴 예정이며, 
반드시 작성 해 주셔야 사후 관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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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글로벌사업화실 / 김수정 선임연구원
02-3016-5404 

Sj.kim@edresear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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