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회원사 대표이사
(경 유) 해외사업담당 부서장
제 목 한-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포럼 참석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방한을 기념하여 주한콜롬
비아대사관 및 PROCLOMBIA(콜롬비아 수출관광투자진흥청)와 공동으로 『한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2.

콜롬비아는 2016년 한국과 FTA를 발효했으며, 농축산물,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신정부 수립 후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진출 1:1 상담회 자리 또한 마련돼있으니,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에 관
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

다

음

-

가. 일시 및 장소: 2019. 10. 10(목) 14:00-15:3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나. 주최기관: 한국무역협회, 주한콜롬비아대사관, 콜롬비아통상산업관광부, 프로콜롬비아
다. 참석규모: 총
-

-

여 명

한국: 한 콜롬비아 교역 및 투자 기업 관계자 및 중남미 진출 관심기업
콜롬비아: 콜롬비아 방한사절단 약 20개 (농업, 재생에너지, ICT스타트업 등)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및 프로콜롬비아 사장, 주한콜롬비아 대사

社

라. 신청방법
-

100

: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이메일 내 링크로 접속

限

마감기한: 2019. 9. 30(월), 18:00
관련문의: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허주현 대리(02-6000-5549)

* 주차권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첨: 한-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안) 1부
별첨: 참석 콜롬비아 기업(농업 및 ICT 스타트업) 1부(추가 확정 기업은 이후 공지 예정). 끝.

한국무역협회 회장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기안자 국제협력실 대리 허주현

결재권자 국제협력실 실장 이미현

협조자
문서번호 국제-20190915-002
우 06164

작성일자 2019. 9. 11

도로명주소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47층

전화번호(02)6000-5549

팩스번호(02)6000-5823

/ 홈페이지 주소 www.kita.net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her301@kita.net

유첨 1

한·콜롬비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포럼 개최(안)

□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13:50-14:00

등록 및 입장

14:00-14:05

개회사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14:05-14:10

축사 (Juan Carlos Caiza Rosero 주한콜롬비아대사)

14:10-14:20

기조연설
(José Manuel Restrepo Abondano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14:20-14:30

장내 정돈

14:30-14:45 한·콜 FTA 활용 현황 및 향후 전망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14:45-15:00

콜롬비아 수출입 유망품목 및 투자기회
(Flavia Santoro Trujillo 프로콜롬비아 사장)

15:00-15:10

(FTA 성공사례 ①) 콜롬비아 수입 사례: 롯데상사 (이세호 SCM1 부문장)

15:10-15:20 (FTA 성공사례 ②) 콜롬비아 진출 사례: 셀트리온헬스케어 (강경두 LATAM 팀장)
15:20-15:30

Q&A 세션

* 주최 측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가능
** 한국어-스페인어 동시통역 진행
***세미나 종료 후(16:00-18:00) 51층 대/중/소회의실에서 콜롬비아 무역·투자진출 1:1 상담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