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1:1 상담회
[2019 Korea-LAC Business Summit]
소개
KOTRA는 기획재정부 및 미주개발은행(IDB)와 2019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2019 Korea-LAC
Business Summit) 계기, 유망품목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오는 10월 8일 개최합니다. 금번 상담회에
는 IDB의 추천을 받은 자동차, 기계부품, 보건의료, 화장품 등 유망품목 중남미 바이어, 에너지, 인프
라 등 발주처 등이 대거 방한 예정(총 100개사)인 바, 중남미를 활용한 신시장 활로 개척에 관심있는
우리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요
ㅇ 사업명 : 2019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1:1 비즈니스 상담회
ㅇ 일시/장소 : 2019.10.8(화) 11:00~17:30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수출입), 에메랄드홀(인프라 발주처)
ㅇ 사업내용 : 중남미 수출입기업 및 유망프로젝트 발주처 총 100개사 방한
- 중남미 유망산업 바이어(자동차, 기계부품, 보건의료, 화장품 등)
- 중남미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에너지, 인프라 등)
- 중남미 농식품수출업체(현장 추가 등록만 가능)
지원내용
ㅇ 상담주선 : 참가업체별 품목 매칭이 가능한 바이어 및 발주처와의 1:1 상담주선
ㅇ 통역원 : 수출상담회 당일 현장 통역원 배치(바이어 및 발주처측 통역원 배치)
참가신청
ㅇ 참가비 : 무료
ㅇ 모집기간 : 2019.9.9(화)~10.4(금) 기간 중 IDB 한중남미 공식홈페이지에서 등록하여 신청
ㅇ 신청방법
1) 미주개발은행(IDB)의 금번 행사 공식홈페이지인 www.korea-lac.com으로 접속
2) registration 메뉴를 통해 참가 등록 (상단 언어 메뉴를 한국어로 변환 가능)
3) 상담회 참석여부 “예”로 클릭 - 한국 수출기업(Korean Exporter: 수출상담회), 프로젝트 투자 관
심기업(Korean Participants who seek Investment Opportunities: 프로젝트 상담회) 등 기업
상황에 맞는 항목 선택 후 등록
4) 안내에 따라 기업 세부 정보 입력 및 업로드
(내용이 자세할수록 기업간 매칭 확률 증가, 관련 내용은 행사 관리용으로만 사용됨)
* 바이어 및 발주처 수요품목은 우리기업 유망품목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바이어 수요
품목 등은 등록 완료 후 홈페이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
* 기업간 직접적으로 매칭하는 시스템(A기업→B기업으로 상담신청, B기업에서 신청승인시 상담주선)
이므로, 기업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상담 주선이 어려울 수 있음.
#. 세부 등록 및 사이트 이용방법은 유첨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첨1. 영문안내 매뉴얼, 유첨2. 국문요약자료(세부내용은 영문안내 참고)
ㅇ 주의사항 : 홈페이지 등록 후에 기업이 직접 사이트에서 바이어를 찾고 상담신청을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