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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상(華商)과 한국기업을 위한
대도약의 해 2020!



한· 세계화상 BW 개요 

행  사  명

 장          소 

 참가 규모

주          최

주          관  

협력 기구

해양문화축제, 국화축제, H2WORLD

2020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KOREA·WORLD CHINESE ENTREPRENEURS BUSINESS WEEK 2020

KWCE.NET  / CECO / 경상남도 창원시 일원

세계 화상 기업 및 한국 대표 기업 행사 참가

창원시, (사)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세계화상대회 소집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부처·공공기관, 산업체, 경제단체 외

2020.11.12(목) ~14(토) 3일간 (개막식 : 11월 12일)

후원·협찬Korea Industry Expo

기          간

동시개최전시회Korea sale Festa
(11.1~11.22(예상))

경상남도, 창원시, (사)한국중화총상회, (사)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공식/부대행사

한·세계화상 비즈니스
협력 공식 세레모니

전 시

창원미래비전(Vision, 備展)
‘미래를 준비하다’

비즈매칭

한ㆍ화상 기업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

국제컨퍼런스

한ㆍ화상기업 공동번영의
포스트 신남방 정책

개폐막식
기조연설  및 VIP 스피치
녹화 또는 실시간 중계

산업시찰
기업현장방문

3D온라인 전시관
Digitech 전시관 조성

신기술전시쇼(오아시스)
콜로세움 전시관 조성
기업별 제품 홍보쇼 진행

개별 비즈매칭 상담 

바이어와 1:1 온라인상담
방문 화상대상 비즈매칭

e-국제컨퍼런스
한ㆍ화상 리더스포럼

화상 의장국 회장단 및
주요기업 인사 참여

온라인온라인
오프 
라인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오프 
라인

오프 
라인

온라인 전시장 구성(전시품목)

화상 파트너관 세계 화상 기업 홍보관 및 한국 화상 기업 홍보관

스마트시티관

Smart energy_전력저장장치, Smart Mobility_지능형교통관리, 차세대수송수단, 지능형 물류
단지, SCM/e-Logistics, Smart Infastructure_정보통신, 환경생태관리, 도시시설물 관리, 
사물통신
Smart Building 관리분야(3차원시설물관리, 빌딩관리, 빌딩관제, 디지털사이니지, 안전관리), 
Smart Service(스마트시티 관리 서비스), Smart Home(유무선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스, 
loT 통신표준, 운용플랫폼, Smart Sensor(자동차분야, 스마트 로봇, 스마트폰, 개인 헬스케어,  
웨어러블 분야)

신재생에너지관 친환경 자동차 관련, 태양열 발전분야,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지열, 해양, 가스화 및 바이오에너지

환경/수자원관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처리시스템, 펌프, 밸브, 대기오염방지 시스템, 측정분석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친환경 상품, 미세먼지측정기, 공기정화기 등

스타트업 혁신기술프로그램, 의료정보공유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등 

통신/IT/물류관 전자통신관(UNIPASS), 전자무역(u-Trade Hub), 위폐감별시스템 등

금융/지원/상생
AI 기술 활용 결제, 송금, 치매영상분석 기술, 핀테크기반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기술, 
ICT기반 금융서비스 기술, 의료정보공유 플랫폼, 혁신기술해외진출 지원 

관광/한류문화관 관광상품 및 서비스분야, 캐릭터 콘텐츠, K-웹툰, K-pop, K-food, K-Drama 등 콘텐츠 관련 산업

K-브랜드관 K방역, K바이오, K뷰티,  K리빙 등

동시개최

H2WORLD
Fuel Cell, FC소재 어플리케이션, 수소전기차ㆍ부품, H2소재ㆍ어플리케이션,  
수소충전인프라 등 

한국의 고도화된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온라인 가상 산업 전시회"와 
산업별 투자 및 기술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e-국제컨퍼런스"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개최

온라인

오프 
라인



온라인 부스 참가비/부대시설/화상기업과 1:1 비즈매칭

 [ 참가비 무료 ]

●   타이틀 : 기업로고 및 간판명(한, 중, 영)

●   기업소개페이지

 - 기업소개(100자 - 한, 중, 영)

 - 영상업로드(국/영문 또는 영/중문 자막)

 - 홈페이지연동

 - 회사소개서PDF파일(한, 중, 영)

 - 제품문의 담당연락처(한, 중, 영)

●   주요 기술&제품 소개 페이지
 - 소개(100자 - 한, 중, 영)
 - 제품소개 이미지 5개 
 - 제품소개서PDF파일(한, 중, 영)
 - 영상1개(1분미만) 노출

 ※ 3D 기본부스- 추후시안제공
 ※ 참가특전 |   KWCE.NET   

2020년 12월까지 회원 유지
 ※ 언어별 자료 작성 필수(번역 참가기업 별도 준비)
 ※ KWCE.NET에 기업 및 기술&제품 소개 관련 자료 직접 업로드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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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처 : 기업은행 680-076181-04-024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입금처 : 기업은행 680-076181-04-024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서울사무국   |   E-mail. kwceb20@gmail.com  /  TEL. 02-6000-1521  /  FAX. 02-6944-8379

접수처

KWCE.NET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

승인심사 선정 통보

부대시설 (선택사항)

구분 단가 (VAT별도) 비고

웹그래픽제작 200,000 이미지 1개당

영상제작 별도협의

사진촬영 별도협의

3D 홍보관 제작 별도협의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산업 PR Show "OASIS"
세계화상 바이어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역사상 최초의 대한민국 온라인 세일즈!!

01 한국 5G 및 ICT기술 활용 1일차

Industry Day  

2일차

Brand Day 

3일차

Start-Up Day

02 비대면 PR Show 진행

03 실제 제품을 활용한 설명회

04 다양한 콘텐츠(산업별) 구성

※ 참가비 및 참가 신청 별도문의
※ 9월 30일 참기기업 신청마감

개회식 / 리더십포럼/
그린뉴딜, 모빌리티 / 디지털뉴딜 산업  

차세대 및 화상리더 세션 / K-산업

스마트시티 / 방역,바이오,뷰티,식품,게임

글로벌 스타트업 / 중소기업 제품 /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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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예시이며, 추후 변경됨.



“KWCE.NET”
온라인B2B플랫폼

“오아시스”
온라인PR플랫폼

국경 없는 세계 3위의 경제세력으로 불리고 있는 화상(華商)

세계 3대 상단(商團) 화상의 경제적 위력

창맥주그룹 (맥주제조)

태국부자 1위

CP그룹 (농업, 식품, 유통, 에너지, 통신)

태국 최대 기업, 지난해 경제전문지 포천 인수

화빈그룹 (에너지 드링크, 부동산)

중국 기능성 음료 시장 점유율 80% 차지

SM그룹 (소매유통, 금융)

필리핀 전체 소매유통 시장 절반 장악

JG서밋홀딩스 (식품, 석유화학, 항공, 부동산)

필리핀 부호2위

곽씨형제그룹 (호텔, 금융, 부동산, 설탕, 제분, 화학)

말레이시아 부호 1위, 세계 설탕 거래량의 10% 점유

BCA은행 (은행)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 은행
동남아국가연합 지역 내 시가총액 1위

살림그룹 (농업, 금융, 부동산, 유통)

매출이 인도네시아 GDP 10%에 이르는 최대 기업

※ 자료 출처 : 한국경제신문(2019. 7. 29)

華商, 동남아 경제 70% 장악

동남아 10대 부자 中 9명 화교기업

한국경제_2019.07.28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_2019

태국 산업의 75% 화교 자본

홍콩 최대 부호 화교

인도네시아 경제의 80% 장악, 최대부호 1~3위 화교

필리핀 경제의 60% 화교 자본

싱가폴 전체 인구의 77%가 화교, 상장기업 80%장악

말레이시아 10대 부호 중 9명 화교

화상네트워크를 활용해야하는 이유 3가지

오아시스 기업별 제품 홍보를 위한 신개념 산업 PR SHOW

●   자체 제작한 대형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ON-AIR 기업 설명회

 KWCE.NET      화상과의 네트워크와 비즈니스를 위한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    세계화상BW 참여 화상기업 및 바이어 대상 상세 DB구축으로 행사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화상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교류 가능

화상(華商)! 세계 거상과 온라인으로 만나다! 

첫 번째 화상들의 막강한 현지 물류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화상들의 강력한 자본 동원 능력(세계3위의 경제세력)

세 번째 광범위한 현지 인맥

   (화교들은 현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막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현지화에 성공할 수 있다.)

아세안 주요국가-화상현황

●   태국부자 16명 중 10명 화교

●   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CP그룹(태국 재계 1위의 대기업)

태국의 글로벌 기업 그룹 / 연매출 465억 달러 (약 55조 3536억 원) / 태국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2% 

가까이를 차지함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5개국 / 임직원 28만 명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

●   말레이시아 10대 부호 중 9명 화교

●   말레이시아 상공계 장악 : 현 상공회의소 회장 화교 

말레이시아 부호 1위 / 세계 설탕거래량의 10% 점유 / 2017년 포브스 선정 115위 /

자산 114억 달러 / 호텔, 부동산, 식품, 항공 등  사업 확장

곽씨형제그룹

●   인도네시아 상위 20대 기업 중 18개 화교기업

●   인도네시아 정치경제 화교기업 주도

针记香烟集团 (Djarum Group) 회장, 동남아시아 브리지 연맹 회장 / 인도네시아 3대 대기업, 인도

네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선정

Djarum Group

●   싱가포르 전체 재계 장악 : 회원기업 40,000개(법인 5,000개, 무역 150개 외 금융, 다국적 기업 등)

●   총리를 배출한 화교조직으로 정치경제 장악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레인 대여 회사이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규모 / 총 1,500 대의 크레인 보유 / 

총 가치 10억 위안 / 호주, 싱가포르 상장 기업

Tat Hong Holdings Ltd 

●   필리핀 갑부 10명 중 6명 화교  * 필리핀인구 1%인 화교가 경제 70%차지

●   필리핀 대통령을 배출한 화교 정치력

유통,지역개발, 건축, 부동산, 관광, 금융을 중점으로 하는 필리핀 최대 기업 / 47개 백화점과 

100여개 매장 운영 / 포브스 선정 94위 (2017년) / 127억 달러의 자산

SM 그룹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표기업

대표기업

대표기업

대표기업

대표기업

온라인 개최



등급별 혜택

공식 후원사 프리미엄

3개사 이내 3개사 이내

300,000,000 200,000,000

KWCE.NET

온라인 가상 전시관(3D) ○ ○

온라인 전시관 메인 로고 노출 ○ ○

온라인 컨퍼런스 로고 노출 ○ ○

프로그램 페이지 로고 노출 ○ ○

온라인 비즈매칭관 로고 노출 ○ ○

화상넷 등록 ID 10명 5명

오아시스

홍보영상 송출(브릿지 시간)_5분이내 ○ X

행사 홍보 영상 로고 노출 ○ X

공식후원사 세일즈 키노트 60분 30분

Prime Time 우선 선택권_30초 광고 ○ X

한화상 리더스 포럼 참여 추천 ○ X

현장 VIP ROOM 내 로고 노출 ○ X

(공통) 온라인 산업시찰(요청시 기회) 영상 링크 ○ ○

언론 홍보시 노출 ○ ○

홍보탑 로고 노출 ○ ○

가로등 배너 로고 노출 ○ ○

홍보물, 인쇄물 후원사 노출 ○ ○

후원문의
  한·세계화상비즈니스위크
  조직위원회 사무국

Tel. 055-716-1245~8 
Email. kbccci@kbccci.org 

한ㆍ세계 화상 비즈니스위크 2020 후원사 구성 및 혜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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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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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세계 화상 비즈니스위크 2020  
온라인 스폰서쉽

온라인 리더스 포럼 참여 기회제공

KWCE.NET 메인페이지 후원사 로고 노출 

후원사 로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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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주    최 | 경상남도, 창원시 주    관 | H2WORLD 조직위원회

International Hydrogen Energy Exhibition&forum 

2020.11.11.(수)~14.(토)  |   CECO

[ YIDEX 2020 ]

주    최 |  경상남도, 창원시, 해군

주    관 |  해군사관학교, 해군 군수사령부,

                창원산업진흥원

11.11.(수) ~ 14.(토)
해군사관학교, 11부두 일원

방위산업전

2020
충무공 이순신
해군본부 ‘네이비 위크’
해군사관학교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

동시개최

2020

한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
Korea·World Chinese Entrepreneurs
Business Week 2020 

세계화상대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중화총상회, 한국부울경중화총상회

11.12.(목) ~ 14.(토)
KWCE.NET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