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 장
독일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기업대표단과의
네트워킹 오찬 및 B2B 기업상담회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독일무역투자진흥처가 이끄는 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분야 독일 동
부지역 기업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독일 동부지역은 인프라, 교육 및 기술개발에 광범위한 투자를 통하여 유럽 중심부의 매력적인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에너지 및 신성장 산업 분야의 많은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독
일 기업대표단은 이 번 방한을 통해 많은 한국 기업들과 교류하여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
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10월 11일 대구를 방문하여 지역 기업들과의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목), 대구
AW 호텔, 6층 오스카홀 A/B
(주소: 대구시 달서구 성서로 413, 전화: 053-589-6700)

※

네트워킹 오찬

11:00 – 13:30

B2B 기업 상담회

14:00 – 16:30

본 행사는 별도 참가비가 없으며 통역이 지원됩니다.

▶ 네트워킹 오찬 프로그램:
프로그램
11:00 - 11:30

등록

11:30 – 11:35

독일대사관, Weert Börner 부대사 인사말

11:35 – 11:40

한독상공회의소 Barbara Zollmann 대표 인사말

11:40 – 11:50

대구광역시 미래산업추진본부 최운백 본부장 인사말

11:50 – 12:00

독일무역투자진흥처 Alexander Hirschle 한국 대표 인사말

12:00 – 13:30

네트워킹 및 오찬

▶ B2B 기업 상담회 참가 독일 기업 소개:
① 업체명

Prof. Dr. Ludewig u. Partner GmbH (www.ludewig-sozien.de)

참가자명

Prof. Dr. Uwe Lauerwald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업종

비즈니스 컨설팅

- 연말결산 감사, 세금 및 경영 컨설팅
- 프로젝트 자금 사용 감사, 고객 해외 활동 지원

- 재생에너지 생산분야 협력 (풍력/태양광 분산형 발전)
협력 희망 대상

- 아시아 시장에서 활동하는 중소 회계기업
- 풍력 및 바람 측정 분야 중소기업, 소형 풍력터빈 부품 제조업체

② 업체명

Dr. Giewoleit Managementberatung (www.wirkwandel.de)

참가자명

Dr. Annerose Giewoleit 회장

제품 및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 환경, 에너지산업 및 유사한 니즈 관리를 위한 요구
사항 실행
- 기업의 환경조건 최적화, 에너지관리 촉진을 위한 경영시스템 개발

협력 희망 대상

- 품질, 환경, 에너지경영시스템을 위한 컨설팅업체
- 품질, 환경, 에너지효율에 대한 의식이 있는 중소기업

③ 업체명

VSB Holding GmbH (www.vsb.energy)

참가자명

Johannes Rentzsch 사업개발 매니저

업종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개
발

제품 및 서비스

- 경영 및 기술 관리 등 풍력 발전 단지 관리
- 860MW의 설비 용량, 13 억 유로 규모의 투자로 450 개 이상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협력 희망 대상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분야 기업

④ 업체명

Technische Überwachung Rostock GmbH (www.tue-rostock.de)

참가자명

Thomas Specht 총괄 매니저

업종

Uta Hermes 영업 및 마케팅 매니저
제품 및 서비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컨설
팅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현장 분석, 실현가능성 조사, 경제타당성 조
사, 제품 추천, 프로젝트 관리 및 조정, 필요 기술 등 전반에 걸친 컨설팅

협력 희망 대상

지자체, 지방 공공시설,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⑤ 업체명

Canlas Laser Processing GmbH (www.canlas.de)

참가자명

Dr. Wolfgang Titel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업종

광학 및 레이저기술

재료가공을 위한 레이저 개발 및 생산
- 고반복률 Q스위치 레이저, 하이 피크 파워 레이저, 증폭기(Amplifiers),
레이저용접
- 적용분야: 레이저 마킹, 그레이 스케일 포토 프린팅, 레이저용접, 유리
인그레이빙

협력 희망 대상

광학 및 레이저부품 수입업체, 레이저가 주부품으로 들어가는 특수기계 제조
업체

⑥ 업체명

Inselhotel Potsdam GmbH & Co. KG (www.inselhotel-potsdam.de)

참가자명

Dr. Burkhard Scholz 대표

제품 및 서비스

업종

호텔

- 베를린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포츠담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
- 자체 열병합발전으로 호텔 운영에 필요한 전기량의 50% 사용, 에너지효율
을 고려한 호텔 경영

협력 희망 대상

4-5성급 호텔, 여행사, 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참가 신청서
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박선화 부이사
이메일: shpark@kgcci.com
전화: 02-3780-4642, 팩스: 02-3780-4637
회사명(국/영문)
참가자명(국/영문)
직책(국/영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홈페이지

* B2B 기업상담회는 상담을 원하시는 독일 기업을 표시해주시면 상담시간을 조율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1 (목), 대구
네트워킹 오찬

B2B
기업 상담회

11:00 – 13:30

14: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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