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일정

□

(1일차)

비즈니스 포럼 일정

(10.7,

시간

내용

09:30-09:40

환영사 및 개회사

09:40-09:50

기조연설

09:00-09:30

10:10-11:10

11:10-11:30

월)

비고

등 록

홍남기(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세션 I) 한국의IDB가입후성과와미래협력방안

12:30-14:00

14:00-15:00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Deputy Minister)
KOTRA 중남미 지역본부장
멕시코 Angel 벤쳐 Managing Partner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혁신단지 기업관계국장
IDB 금융시장 및 재무분야 과장
콜롬비아 메데인 시장

모이세 마나
마티아스 벤데르스키

마나그룹 회장
미주개발은행 자원투입과장

(대담) 기업인의 눈으로 본 중남미와 아시아간 연계 강화 방안
호세 마누엘 레스트레포
사유리 바요나 마츠다
여한구
마우리시오카스띠요아리스멘디
마리아 루이사 아옘 브레베
주양규

18:30-21:00

좌장: 파브리치오 오페르티
IDB 통합무역국장

콜롬비아 통상산업관광부 장관
페루 통상관광부 통상차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브라질 건설사 Sigdo Koppers Brasil 대표
엘살바도르 경제부 장관
SK 건설 부사장

오찬

(세션 II)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인프라 개발
크리스티 마스트리
로잔느 미네지스 로바우어
호세 루이스 도밍게스
양환준
윤용진

아고스티뇨 알메이다
크리스티나 마르띠네스
기예르모 카스텔리
알바로 온스
김원태

좌장: 아구스틴 아게레
IDB 인프라에너지국장

벨리즈 인프라개발공사 이사(General Manager)
브라질 Madrona Advogados 법률사무소 Partner
칠레 교통부 차관
한국 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본부 본부장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세션Ⅳ) 한-중남미 4차산업 발전 협력방안
15:00-16:00

좌장: 곽재성 경희대학교 교수

김회정
김기중
카밀로 케너
돌로레스 꼬르떼스
후안 안또니오 케터러
페데리코 구띠에레스

(세션 II) 무역협정 활용 경제통합 활성화 방안
11:30-12:30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좌장: 장병택 서울대학교 교수

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 4차산업혁명센터장
멕시코 C Minds 국장
아르헨티나 QuadMinds Technologies社 CEO
우루과이 Transforma 국장
JLK INSPECTION CEO/CTO

환영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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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분야별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일시

(10.8,

화)

내용 (총괄담당기관)
분야별 파트너십 구축 워크숍

08:3010:30

11:0017:30

무역원활화,
투자유치, 스타트업
세미나

첨단 농업기술
(농림부)

디지털
헬스
(복지부)

스마트시티
(국토부)

오키드홀(3층)

마로니에홀(3층)

라일락홀
(3층)

토파즈홀
(1층)

비즈니스 상담회
(Korea-LAC Business Meetings)

한-중남미
스타트업
Pitch-Day 및 1:1
파트너링 상담회
(IDB, Born2Global
Center)

다이너스티홀(수출입, 2층) / 에메랄드홀(인프라, 2층)

루비홀(1층)

IDB 컨설팅사업 수주지원 세미나
(수출입은행)

14:0016:00

토파즈홀(1층)

◦ 무역원활화 및 투자유치 혁신 세미나
개회사 Fabrizio Opertti, IDB 통합무역국장
발표

스타트업 진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Marcus Yoon 본투글로벌센터장
투자유치 혁신방안 KOTRA 정덕래 투자홍보팀장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현대화 관세청 염정섭 관세행정관

대상

주한 중남미 대사관 및 무역투자진흥기관 20여개

◦ 첨단 농업기술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발표

개회사 농식품부 최명철 국제협력총괄과장
Food Market Trends in Korea 식품산업협회 유봉준 본부장
Current Situation and Opportunities of Agri-Tech in LAC IDB Bernardo
Guillamon 대외협력국장, Lino Barañao 아르헨티나 과학기술부 장관
Introduction to Agri-Tech 퓨어스페이스 이선영 대표, CRK Corporation 문상호
Global Team Manager

대상

내기업, 주한 중남미 농업관 등

중남미 식품수출기업 40개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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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파트너십
복

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
Liliana Ma Cardenas 페루 보건부 원격의료 및 응급처치 국장(director)
보건 지부 김

발표

Luis Acevedo Arroyave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병원대학 부학장
오유미 한국건

종수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중남미 의료기기 바이어 및 국내기업 등 50여명
한

대상

강증진개발원 Director

◦ 스마트시티 협력 파트너십 구축
좌장

발표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아구스틴 아게레 IDB 인프라에너지 국장
한만희 전 차관
Smart City Policy in Korea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Smart City Strategy of Medellin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메데인 시장
Successful cases of Smart City Solution of Korea, Ms. Ka-yun Jin, Manager of Smart
City Association

대상

처 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관련기관 등 50여명

중남미 발주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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