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미래산업(교육, 콘텐츠)
비즈니스 플라자 사업설명회
2022 G20 연계, 한-인니 양국의 미래협업 유망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를 통한 관련 분야(교육, 콘텐츠)의 생생한 트렌드, 비즈니스 수요 소개와 함께
사업 참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일시

2022년 7월 27일 (수) 15:30~16:30 (한국시간)

주최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참가

ZOOM LINK / QR CODE 접속
https://us02web.zoom.us/j/85640534800?pwd=RFN5cU9IcUNyMzhLMTM1
V0docXhGZz09 (ID: 856 4053 4800 / PW: 139434)

프로그램

시 간 (KST)
15:30~15:40

15:40~15:55

내용

발표자

한-인니 미래산업

KOTRA

비즈니스 플라자 사업 개요

자카르타무역관

한국 에듀테크기업의

I Am Edu Networks

인도네시아 진출 시사점

정봉협 대표

15:55~16:10

인도네시아 웹툰 시장 동향 분석

16:10~16:20

인도네시아 교육, 콘텐츠 비즈니스 수요

16:20~16:25

사업 참가방법 설명

16:25~16:30

Q&A

Manhwa Kita Culture

양두호 실장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본 행사
일시/장소

2022년 9월 28일 (수)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요 내 용

미래산업 협력 포럼 및 유망분야(교육/콘텐츠/의료/기후변화) 쇼케이스/상담회

문의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김희수 과장(smilewater@kotra.or.kr, +62 811 8030 131)
KOTRA 자카르타무역관 이경희 위원(katiekorea@gmail.com, +62 812 1971 722)
KOTRA 서비스소비재실 박은경 과장(pek@kotra.or.kr, 02-3460-7734)

행사 소개
프로그램

[필수] 세션 ① 유망 분야별 비즈니스 쇼케이스 상담회(교육 및 콘텐츠)
09:30~18:00

제품 및 기술 전시 쇼케이스
네트워킹 및 1:1상담회
- SMI(인니 국영 산업은행), Telkom(인니

09:30~18:00

국영통신사), Gramedia(인니 최대
출판미디어 기업), Zenius(인니 최대
에듀테크 기업) 등 참가 예정

[선택] 세션 ② 한-인니 미래산업 협력 포럼
09:45~10:00
10:00~10:40
10:40~11:10
11:10~11:40

11:40~13:00

예측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급망 구축
- 한-인니 무역동향, IPEF, RCEP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기후대응
- 탄소제로, 한-ASEAN 기술협력

펜데믹 이후의 건강한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인니 의료협력

KOTRA 자카르타무역관
Cento Ventures
한-인니 합작회사

기술기반 혁신 경제를 위한 인재육성

Universitas

-인도네시아 대학의 스타트업 육성(에듀테크 등)

Indonesia

패널토론 및 네트워킹 오찬

-

선정절차
접수

7월 27일(수) ~ 8월 5일(금) / 무역투자24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발표

8월 22일(월) 선정결과 발표 / 1:1 상담 매칭 현황 개별 안내(최소 2회)

유의사항
참석

9월 28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의 현장 참석이 필요합니다.

전시

제품 및 기술 전시를 위한 제품샘플, 제품/기술 소개 영상이 필요합니다. (부스제공)

상담

참가기업 및 바이어의 비즈니스 수요에 맞춰 1:1 상담회가 진행됩니다.(통역제공)

포럼

포럼의 발표 주제 등은 현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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