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금] ~ 11[토] COEX C홀

www.kscv.org
주관

공동주최

행사개요
행사명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KOTRA Global Startup & Career Vision

개최기간 및 장소

2014.1.10[금] ~ 11[토] / COEX 3층 C홀

주관

KOTRA

주최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창업진흥원, 은행권청년나눔재단, 국립국제교육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진흥원

주요 프로그램

개막식

2014년 1월10일 (금) 10:00 창업관 내 메인특설무대

해외창업관

해외취업관

●

창업쇼케이스

●

해외기업 채용 상담회

●

스타트업 경진대회

●

해외취업 채용 설명회

●

창업 및 투자 멘토링 상담

●

해외취업/창업 성공선배와의 토크쇼

●

신흥국 상생협력 비즈니스 포럼

●

해외취업/인턴 카페존

●

3D프린터의 세계

●

K-MOVE 홍보관 운영

●

“나도 주주다!” 모의 크라우드펀딩 이벤트

●

스타트업-외국인유학생 채용 상담회

해외창업관
해외창업 쇼케이스

스타트업 경진대회 Startup Contest

사전 심사를 거친 국내 150개팀, 해외 50개팀 참가

사전 예선을 거친 우수 스타트업 15개팀이 참가하는 창업경진대회

- 해외투자가 70여명 참가
(글로벌 VC,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가)

- 해외투자가 및 현장방청객이 심사위원으로 참가
- 유력 글로벌 투자가를 대상으로 pitch 및 피드백 기회 제공

- 국내 스타트업과 해외투자가의 맞춤형 1:1 투자상담

해외창업멘토링

신흥국 상생협력 비즈니스 포럼
신흥국 창업을 위한 ‘적정기술’포럼

유명 글로벌 창업멘토들의 강의와 질의 응답

3D 프린터의 세계

"나도 주주다!"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 투자 시연회

3D프린터를 이용한 1인 제조 시연 및 전시

해외취업관
해외기업 채용 상담회

해외취업 채용 설명회

해외구인기업 150개사와 맞춤형 1:1 채용면접

- 주요 해외기업의 채용정책 설명
- 해외취업 유망국 주재 KOTRA무역관장의 취업시장동향 발표

- 참가기업 : 글로벌외국기업, 해외진출 한국기업 등
유력구인처 150개 사

해외취업/인턴 카페 존

해외취업/창업 성공선배와의 토크쇼

KOTRA무역관이 운영중인 각 지역별 해외취업 인터넷 카페 홍보

해외취업/창업에 성공한 선배 및 멘토와의 간담회

스타트업-외국인유학생 채용 상담회
스타트업과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간의 1:1 채용면접

해외취업창업길라잡이 카페

cafe.naver.com/kotrajobinfo

120개의 KOTRA 해외무역관에서는 현지 취업창업정보 및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무역관 카페내 주요 정보

행사장 안내

문 의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Hall C1, C2, C3, C4

www.kscv.org
facebook.com/kotrajobfair

해외창업관

해외취업관

youngeun@kotra.or.kr

hjkim1014@kotra.or.kr

팩스 02-3460-7915
137-749 서울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Hall C

3F
Hall D

3층 C홀
153-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문의 02-6000-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