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원가입 및 프로필 작성



•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파트너링 필요성 강화로,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 신설('21~)

• 현재(＇22.11) 총 21개국 약 440개 산/학/연이 등록하여 활동 중

글로벌기술협력플랫폼(B2Match 플랫폼) 개요

추진 배경 및 현황

주요 기능

• 국제공동R&D 파트너 검색 및 발굴

• 글로벌 기술사업화 파트너 검색 및 발굴

• 플랫폼 내 온라인 미팅 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주요 파트너링 행사(코리아유레카데이, 글로벌테크코리아, 양자포럼 등)

정보 안내 및 참가 지원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공고 일정 및 설명회를 통한 양, 다자 파트너링 지원

가입 조건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기관



1. 계정 생성

해당 버튼을 눌러 계정 생성



개인/기업 공용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B2Match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

1. 계정 생성



실무 담당자의 이름을 영문으로 작성
*해외 업무 담당자 추천

담당자의 명함 혹은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

* 최대한 구체적으로!2. 프로필 작성



기업에 대한 설명,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 
연구 개발 계획, 
희망하는 공동 연구 파트너를 기술

2. 프로필 작성

영문 웹사이트 주소 입력



2. 프로필 작성

제품/기술의 관련 분야 선택
* 다중 선택 가능



2. 프로필 작성

EEN Korea 활용
- 이디리서치/델타텍코리아/무역협회 중 택1

* 이디리서치 및 델타텍코리아 : R&D 파트너 발굴
* 무역협회 : 제품 사업화 파트너 발굴



현재 B2Match 플랫폼에 등록된
B2B 미팅

Agenda

3. 참여 예정 Agenda 선택 (해당시)



다음과 같은 프로파일 완성
*단 플랫폼 관리자(Support Office)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Activate’ 및 ‘Visible’ 이 활성화 되며,
해외 파트너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함.

Marketplace-Product/Service/Project Cooperation

4. Opportunities 작성



보유 기술 관련 제품/서비스 상세 기술

4. Opportunities 작성



참가 희망하는 양/다자 프로그램 선택

4. Opportunities 작성



상세하게 기술

4. Opportunities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5.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

선택한 Support Office 담당자 메일에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서 제출

-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연구개발전담부서 등 기타 유사한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음



3. 파트너 발굴 및 미팅 요청



Participants 탭 클릭

5. 미팅 요청 방법



파란색의 Request meeting 탭 클릭

6. 미팅 요청 방법

관심 국가 혹은 기술 검색



원하는 시간에 미팅 요청

6. 미팅 요청 방법

※ 플랫폼 안에서 온라인 미팅 가능



4. 플랫폼 가이드라인 영상 활용



https://youtu.be/ZyzsTDsSaFI KIAT에서 제공하는 B2Match 플랫폼
이용 가이드 동영상입니다. 

7. 참고 – 플랫폼 이용가이드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