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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진출을 위한 Korean Marketplace 참가기업 모집
  

워싱턴지부                                                        2014. 3. 8

I. 개요

  o 중남미 국가들의 개발관련 자문, 사업개발 및 공공부문 대출 등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인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에서는 

‘Korea Week of Knowledge’ 행사를 추진중임

 ▸주최 : 미주개발은행(IDB)

 ▸기간 : 2014. 5. 13(화)~15(목)

 ▸장소 : IDB 본부건물 (미국 워싱턴 DC 소재)

 ▸주제 : The Korean Experience: Lessons for LAC Development

 ▸참석 대상자

   - Intnational Conference : IDB 관계자 300여명 참석

   - Korean Marketplace : IDB 본부 근무자 1,000여명 참관

   - 중남미 현지 근무자 1,000여명에게도 생중계 예정

  o 동 기구는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의 발전전략과 우수한 시스템을 소개하는 

컨퍼런스와 함께 한국기업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전시회(Korean Marketplace)를 개최하면서 이에 참가할 우리나라 관련기업을 모집

II. 개최배경 

  o IDB는 매년 100~110억달러에 달하는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기구인 IDB 활용을 통한 중남미 진출 전략이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활용도가 저조하여 인식전환과 더불어 

IDB의 중남미 개발 담당인력(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 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 최근 한국의 우수한 경제성장 경험과 기술을 공유 받고 싶어 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여 IDB측에서는 자체 내부 및 중남미 정부를 대상으로 

이를 배우도록 하는 노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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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IDB펀드 출연과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의 

광범위한 추진 등으로 중남미 국가에 잘 알려지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에 진출하는데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짐

III. Korean Marketplace의 주요 내용

  o 기간 : 2014. 5. 13(화) 08:00 ~ 15(목) 14:00

  o 장소 : IDB 본부건물 1층 로비(미국 워싱턴 DC 소재, 25m x 25m)

  o 주요 참관자 : IDB 본부 관계자 및 동 Conference 참석자

  o 참가기업수 : 한국 (공)기업 15개사 내외(선착순, 참가비용은 없음)

  o 전시홍보 내용 및 방법

    - 중남미 국가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경험

      ․ 도시개발, 교통, 상역, 통신, e-solution, IT, 교육, 녹색금융 등

    - 소규모 Booth, table, 배너 및 signage는 참가기업이 직접 설치 가능

      (전원은 IDB 제공)

    - 홍보방법은 제한이 없고 팜플렛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동영상 상영, 

모형물/제품 전시, 일대일 면담 등 활용 가능. 단, 대형 스크린 TV, 

대형 모형 등 대형 전시물은 해당품목을 IDB측에 사전통보 및 심사를 

거쳐야 행사당일 IDB Dock에서 행사장 반입 가능

IV. 참가 효과

  o IDB를 활용한 중남미 국가들과의 간접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회

   - IDB내 본부 및 country office의 프로젝트 담당자와의 meeting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후 진출희망 중남미 국가 정부로 확대

   -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우수한 자사기술 및 경험을 중남미 개발 

전담은행인 IDB를 통해 홍보하고, 중남미 지역정보 및 시장상황 등 정보를 

수집하는 기회로 활용

  o IDB 본부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도 

자사기술 및 경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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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가신청 및 문의처

  o 신청기한 : 2014. 4. 17(목)

  o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기업명, 전시 홍보 내용 및 방법, 참가자(수), 연락처 등

  o 신청/문의처

    - 무역협회 워싱턴지부 : T.1-202-828-9282/6, byh5004@kita.net

    - IDB 전시회준비팀 : T.1-202-615-3637, seongbakw@iadb.org

   * Korean Marketplace 참가 한국기업은 conference에 참석 가능

붙임 : Korean Marketplace 행사장 약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