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1일 | time: 16:00 KST| online event

폴란드 투자 – 전자 제품, e-모빌리티, 에너지 저장 부문에서의
투자 환경과 공적 지원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와 주한폴란드대사관이 여러분을 2021년 4월 21일 한국 시각 오후 4시에
열 리는 웨 비나 에 초 청합 니다 . 본 컨퍼 런스 는 전 자 제 품 , 에 너지 저 장 ,
e-모빌리티 부문에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 내
투자 환경과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도 다룰 예정입니다.
전자 제품, e-모빌리티, 에너지 저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전자
제품 산업은 단순한 설비 생산을 넘어서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 5G 기술 중심 사업으로 크게
변화하였고 e-모빌리티 부문은 자동차 산업에서 진화하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폴란드는 유럽의 e-모빌리티 중심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는 약 25개의
전기차(EV) 생산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의 필요성 등
e-모빌리티 기업의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전자 제품
및 에너지 저장 부문은 앞서 언급된 산업을 모두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번 웨비나 참가를 통해 폴란드와 폴란드 투자기회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16:00 - 16:05

개회식

16:05 - 16:15

인사말 – 그제고쉬 스웜코프스키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 부사장

16:15 - 16:25

환영사 – 피오트르 오스타쉐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16:25 - 16:40

폴 란 드 전 자 제 품 및 e- 모 빌 리 티 부 문 지 원 – Polish Chamber of
Commerce fo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스테판 카민스키
사장

16:40 - 17:10

투자 환경 및 투자 인센티브 –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 마친
파비아노비치 부이사, 모니카 키셀 전문위원

17:10 - 17:35

폴란드 진출 성공 사례 SK이노베이션 –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박병철 법인장

17:35 – 17:45

Q&A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 폴란드 무역투자대표부 서울사무소 안나 와고진스카 대표.
웨비나는 4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개최 예정이며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로 다음 링크에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LINK: https://www.paih.gov.pl/20210421/webinar_invest_in_poland
참가자 수는 제한이 있으며 신청은 4월 19일 (월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하세요!

21 April 2021 | time: 16:00 KST| online event

Invest in Poland – investment climate and public aid for
electronics, e-mobility, and energy storage sectors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PAIH) and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e webinar organized on the 21st April 2021 at 16:00 KST. The conference aim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otential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s, energy storage, and e-mobility sectors. What is more, we
would like to tell you more about the investment climate and investment incentives available in Poland.
The electronic, e-mobility, and energy storage industries rapidly develop all over the world. While the electronic
industry has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simple manufacturing of electronic equipment to the business focused
on energy management systems and 5G technology, the e-mobility sector evolved from the automotive industry,
creating a new branch.
Over the last few years, Poland has become the European e-mobility hub.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has
supported around 25 projects connected with the production of EV. E-mobility companies have more and more
requirements, among which the need to use green energy is the most important one. The electronic and energy
storage sector, which now focuses on the new technologies, creates the link between all the mentioned
industries.
Join us and learn more about Poland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you company!
AGENDA

16:00 - 16:05

Opening

16:05 - 16:15

Welcome speech from Mr. Grzegorz Słomkowski, Member of the Board of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16:15 - 16:25

Welcome speech from H.E. Piotr Ostaszewski,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16:25 - 16:40

Supporting the electronics and e-mobility sectors in Poland
Mr. Stefan Kamiński, President of Polish Chamber of Commerce for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KIGEiT)

16:40 - 17:10

Investment climate and available investment incentives
Mr. Marcin Fabianowicz, Deputy Director and Ms. Monika Kisiel, Expert, Centre for
Strategic Investments,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17:10 - 17:35

Success story of SK Innovation in Poland
Mr. Byoung Chul Park, President of SK hi-tech battery materials Poland

17:35 – 17:45

Q&A session and the end of the webinar

Moderated by Ms. Anna Łagodzińska, Head of Foreign Trade Office in Seoul,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The webinar will be held on 21st April (Wednesday) at 16:00 KST and will be conducted in English only.
Participation is free and possible after prior registration
LINK: https://www.paih.gov.pl/20210421/webinar_invest_in_poland
The number of places is limited, and registration is possible until April 19th (Monday).

Register to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