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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요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GPP 2022)

 - 일  시 : 2022년 5월 24일(화) ~ 5월 27일(금)

 -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목  적 : 친환경·유망 프로젝트 발주처 및 기자재 바이어를 초청

하여 프로젝트 포럼, 세미나, 설명회, 상담회를 통한 그

린 프로젝트 발굴 및 국내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유망 

프로젝트 수주성과 제고

 - 초청규모 : 해외발주처 104개사, 국내기업 80개사 참여

2) 주요 프로그램

1일차 : 5월 24일(화)

10:00 ~ 10:20 개막식

10:20 ~ 11:40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11:40 ~ 13:30 오찬

13:30 ~ 17:30
프로젝트 설명회 오션위즈-아커 해상풍력 

서플라이어 데이
(13:30 ~ 15:00)그린비즈니스 설명회

2일차 : 5월 25일(수)

10:00 ~ 18:00
1:1프로젝트 상담회

(온/오프라인)
EIPP 기업협력 세미나

3,4일차 : 5월 26일 ~ 27일(목/금)

08:20 ~ 21:40
1:1 프로젝트 상담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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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장 배치

 - 행사장 구성 계획

   

행사장 5.24(화) 5.25(수)

하모니볼룸1
 - 개막식
 -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 프로젝트 설명회
 - 그린비즈니스 설명회
   * 하모니볼룸 2 

 - EIPP 기업협력 세미나

하모니볼룸2

하모니볼룸3  - 오션윈즈-아커 해상풍력 서플라이어 데이 

다이아몬드홀  - 오찬 (국내기업)  - 1:1 프로젝트 상담회

포르테룸  - VIP환담 (대기실)  - VIP환담 (대기실)

돌체룸  - 운영사무국 (예비장소 활용)  - 발주처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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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프로그램별 참가인원

 - 사전등록 홈페이지 운영

   ∙ 운영일시 : 2022년 4월 8일(금) ~ 6월 3일(금)

   ∙ 사전등록 : GPP 2022 공식 웹사이트에서 접수 

       * 용역사, 발표자, 주최/주관사, 해외 발주처 등은 사전등록 인원에서 제외

 - 현장 등록

   ∙ 운영일시 : 2022년 5월 24일(화) ~ 25일(수)

   ∙ 대리참석, 사전등록 오류 등으로 인하여 현장등록 진행

      * 등록 진행시 별도 현장등록 데스크 운영

 - 국내기업(1일차) 사전등록인원 참가현황                   (단위:명)

   

사전
등록

온라인 사전등록
(포럼+부대행사) 현장 참가인원 참석률

353 215 60.9%

현장 등록

65

  - 프로그램별 참가 현황                                  (단위:명)

   

프로그램 참가자 비고

1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184

2 프로젝트 설명회 85
314

(온라인)

3 그린 비즈니스 설명회 63

4 오션윈즈-아커 해상풍력 서플라이어 데이 82

5 1:1 프로젝트 상담회
발주처 : 62

국내기업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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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별 추진내용 및 성과

1) VIP 환담

 - 일  시 : 2022년 5월 24일(화) 09:30 ~ 10:00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포르테룸

 - 주요 프로그램

   ∙ VIP 사전환담 및 네트워킹

   ∙ 기념촬영 (로비 포토월)

   ∙ 글로벌 환경 에너지 비전포럼 개회식 참석

   ∙ 개회사, 축사 등

 - 참석 VIP 리스트

    

기관명 성명 직함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외영 이사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 신경남 사무차장보

3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 Joana Barros 경제상무관

4 Ocean WInds Guzman Figar 아태 총괄대표

5 Ocean WInds Jean Philippe Baudrey 이사

6 도미니카공화국 민관프로젝트 개발청 Eliardo Cairo 기술국장

7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ndre Wilkie
시니어 

스페셜리스트

8 인도 철도개발공사 Goutam Kumar Bhakat 부국장

9 네팔 도로청 Prabhat Jha 총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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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영접 및 이동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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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시간대별 프로그램

  

① 9:40-9:55

VIP 환담
∙ VIP 네트워킹(스탠딩)환담 (15분)

②

9:55-10:00

포럼장 이동

∙ 포럼장 이동(5분)

  포르테룸(B1) → 기념 촬영 → 하모니볼룸(B1)

10:00-10:20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개회식

∙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개회식 참석

∙ 내빈소개 및 개회사 등

 - VIP 환담회 환경조성

   

구분 운영

기자재

스탠딩 테이블 2조 (보 포함) - 에스컬레이터 32초(이동)
- 의전 도우미 동선안내
- 코사지 및 명찰 패용
- 다과 20인 세팅

보조의자 (기존설치된 쇼파 활용)

코사지 15개 (예비포함)

가슴명찰

커피 및 다과

인력

의전도우미 2명 (1층 1명/ VIP룸 1명)

대행사 관리자 1명/ 호텔 서버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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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기념촬영

9 8 7 6 5 4 3 2 1

김종원
(kotra)

Andre 

Wilkie

Prabhat 

Jha
정외영
(kotra)

Guzman

Figar

Eliardo 

Cairo
Joana 
Barros

신경남
Jean 

Philippe 
Baudrey

 - VIP 환담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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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프로젝트 포럼 

 - 일  시 : 2022년 5월 24일(화) 10:00 ~ 11:40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하모니볼룸 1,2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  제 : 그린 비즈니스 기회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

 - 진  행 : 김경미 아나운서

 - 프로그램

   

시간 (단위:분) 프로그램 등단자

09:55 – 10:00 - 사회자 등단 및 인사말 김경미 아나운서

10:00 - 10:05 05 개회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외영 혁신성장본부장

10:05 - 10:10 05 환영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10:10 – 10:15 05 축사 1
The Climate Group 

샘 키민스

10:15 – 10:20 05 축사 2
필리핀 교통부 장관

아서 투가데

10:20 – 10:40 20
기후변화 대응 트렌드에 따른
 인프라 산업의 위기와 기회

S&P Global
이영진 이사

10:40 – 11:00 20 글로벌 석유가스산업의 에너지 전환 대응 전략
한국수출입은행

성동원 선임 연구원

11:00 – 11:20 20
영향력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탄소저감 

및 적응 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 
탄소배출권 개발 및 거래 메카니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신경남 사무차장보

11:20 – 11:40 20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지원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팀

김도헌 팀장

11:40 – 13:30 30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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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장 레이아웃

하모니볼룸 1 하모니볼룸 2 하모니볼룸 3

180석 세팅 사용하지 않음

 - 행사장 운영

  ∙ 사전세팅 : 2022년 5월 23일(월) 08:00 ~ 17:00

  ∙ 리허설 운영

    (1) 시스템 리허설 : 5월 23일(월) 17:00 ~ 18:00

    (2) 사회자 리딩 (테이블 리허설) : 5월 23일(화) 08:00 ~ 08:30

    (3) 최종 리허설 : 5월 23일(화) 08:30 ~ 09:30

  ∙ VIP좌석 : 12석 세팅 (주요 해외발주처, 국내 인사 등)

  ∙ 특이사항

    - 사전등록뿐만 아니라 현장등록시에도 모바일 활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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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

영상 시스템

- LED 300인치 규모 (와이드) 1 Set

- 스위처 및 스케일러

- 타임워치용 프롬프터 (PDP)

- 프리뷰용 프롬프터 (PDP)

- 퍼펙트큐 (빔포인터)

중계 시스템
- ENG 중계 카메라 2대 (Center / Hand)

- 중계용 스위처

음향 시스템 -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용 스피커등 음향 일체 1조

통역부스 운영 - 적외선송수신기2식, 리시버 500개

기타 - 포디엄, 유.무선 마이크, 퍼펙트 Q 

 - 인력 운영 계획

   

인력

총괄

(대행사)

- 콘솔 : 차선규 팀장

- 사회자 케어 : 석균영 대리

- 플로어 관리 : 김길수 팀장

- 연사 관리 : 박소원 매니저

중계 시스템 - 정종수 감독 외 2명

음향 시스템 - 김지백 실장 외 4명

영상 시스템 - 조성길 과장 외 2명

통역 시스템 - 총괄관리 1인, 통역사 2인

 - 제작물 운영 계획

   

하모니
볼룸

현수막
- 우측 통천 2조

- 사이드 현수막 1 set

기타
- 포디엄 타이틀

- 무대 폼 스카시

로비

등록 - 대형 백월 현수막 1식

복도
- X-배너, 동선배너 외  

- 천정배너 4ea

기타 - 행사장 이동용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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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KOTRA)

 1. 인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OTRA 혁신성장본부장 정외영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2022’에 함께하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포럼 연사로 참가해 주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신경남 사무차장보님, 

S&P Global 이영진 이사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팀 김도헌 팀장님, 

수출입은행 성동원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직접 참석해주신 해외 발주처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 사태로 현장 행사를 하지 못한 지난 2년을 마감하고 전 세계

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다시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라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

니다. 

 2. 글로벌 건설시장 최근 동향

최근의 글로벌 인프라 수주 동향을 살펴 보면 전통적인 중동지역 보다는 아시아 지역 수주액이 

전체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경우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예상되지만 UAE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과 수소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등 산유국 조차 ‘친환경 탈석유’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우리의 수주 전략

도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6) 공동선언 이후 글로벌 탄

소중립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인프라 산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그린 프로젝트의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저탄소 ‘그린

시장’의 성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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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탄소배출량의 70%는발전플랜트, 건물, 교통등의인프라건설및운영과정에서발생(출처 :

삼정KPMG)

 3. 행사 주제 및 구성

올해로 16회 째를 맞이하는 오늘 행사도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구성되었으며 “Going 

Green for Sustainable Business”라는 슬로건 하에 

포럼과 더불어 국내기업과 해외발주처 간 1:1 상담회도 준비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그린 비즈니스 기회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방안”을 주제로

저탄소 경제 시대에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소개합니다.

프로젝트 상담회는 환경, 에너지, 수송·인프라 분야 

38개국 82개 발주처의 120여개 프로젝트 대상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4. 마무리 말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기업들이 최근 글로벌 프로젝트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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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설명회 

 - 일  시 : 2022년 5월 23일(화) 13:30 ~ 15:10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하모니볼룸 2

 - 사  회 : 김경미 아나운서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연 사

∼13:30 등  록

13:30 – 
13:50

아부다비 청정수소 생산 추진전략
(Abu Dhabi's Clean Hydrogen Ambition)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Andre Wilkie선임연구원

13:50 – 
14:10

페데르날레스 관광단지 개발 프로젝트
(Pedernales Development Project)

민관프로젝트개발청
Eliardo Cairo 프로젝트

실무총괄

14:10 – 
14:30

네팔 도로 운송 인프라 개발
투자 프로젝트 소개

(Potential Business for Foreign Nations' 
Contractor/Consultants in Neplease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Industry)

네팔 도로청
Prabhat Jha 

총괄 엔지니어

14:30 – 
14:50

인도 철도개발공사 추진 프로젝트 소개
(Introduction for the RVNL and Projects)

인도 철도개발공사
Goutam Kumar Bhakat

부국장

14:50 – 
15:10

보고타 지하철 2호선 건설 프로젝트 보고타 지하철공사

앙카라 비위생 매립지 재정비 
및 복구 프로젝트

앙카라시

에콰도르 지속가능한 전력발전 프로젝트 에너지비재생천연자원부

    ※한,영 동시통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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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비즈니스 설명회 

 - 일  시 : 2022년 5월 23일(화) 15:30 ~ 17:35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하모니볼룸 2

 - 사  회 : 김경미 아나운서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연 사

1부 : 그린분야 수출기업 금융지원사업 소개

15:30 – 
15:50

한국수출입은행 녹색금융
지원개요 및 사례

한국수출입은행 
이동혁 차장

15:50 – 
16:10

KIND 사업현황 및 성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박현규 실장

16:10 – 
16:30

한국환경산업기술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재권 선임연구원

16:30 – 
16:45

휴 식 (커피 브레이크)

2부 : [60주년 기획] KOTRA 지원사업 소개

16:45 – 
16:50

KOTRA 온실가스 국제감축
기반조성사업 소개

KOTRA 기후변화대응팀
박준규 팀장

16:50 – 
17:05

신기후체제하 해외 대응사례 및 
우리기업 기회요인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대표

17:05 – 
17:20

KOTRA M&A 지원 사업 소개
KOTRA 투자M&A팀

김대견 차장

17:20 – 
17:35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소개
KOTRA 개별합력팀

박진석 차장

    ※한,영 동시통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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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장 레이아웃

하모니볼룸 1 하모니볼룸 2 하모니볼룸 3

사용하지 않음
프로젝트설명회 / 

그린비즈니스 설명회
(108석)

사용하지 않음

 - 행사장 운영

  ∙ 사전세팅 : 2022년 5월 24일(화) 12:00 ~ 13:00

  ∙ 리허설 운영

    (1) 최종 리허설 : 5월 24일(화) 13:00 ~ 13:30

     * 세팅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스템 체크 및 사회자 리딩으로 대체

  ∙ 연사자 좌석 : 10석 세팅 (프로젝트 설명회 참여 연사석)

  ∙ 특이사항

    (1) 참가자의 원활하고 빠른 참석자 집계를 위하여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구에서 비표 인식 진행

    (2) 발표자료집의 효율적인 배포를 위하여 PDF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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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

영상 시스템

- 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15,0000Ansi 각 1조 

- 스위처 및 스케일러

- 타임워치용 프롬프터 (PDP)

- 프리뷰용 프롬프터 (PDP)

- 퍼펙트큐 (빔포인터)

중계 시스템 - ENG 중계 카메라 1대 (Center)

음향 시스템 -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용 스피커등 음향 일체 1조

통역부스 운영 - 적외선송수신기2식, 리시버 200개

기타 - 포디엄, 유.무선 마이크, 퍼펙트 Q 

 - 인력 운영 계획

   

인력

총괄

(대행사)

- 콘솔 : 차선규 팀장

- 사회자 케어 : 석균영 대리

- 플로어 관리 : 운영요원 1인

- 연사 관리 : 박소원 매니저

중계 시스템 - 정종수 감독 외 1명

음향 시스템 - 김지백 실장 외 1명

영상 시스템 - 조성길 과장 외 1명

통역 시스템 - 총괄관리 1인, 통역사 2인

 - 제작물 운영 계획

   

그랜드
볼룸

현수막 - 좌우 세로형 현수막 (스크린) 2조

기타 - 포디움 타이틀

로비

입구 - X-배너, 동선배너 외  

기타 - 행사장 이동용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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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션윈즈-아커 해상풍력 서플라이어 데이 

 - 일  시 : 2022년 5월 23일(화) 13:30 ~ 15:00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하모니볼룸 3

 - 사  회 : 김경미 아나운서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연 사

13:30 – 
13:40

인사말 및 축사

Ocean Winds
-한국부유식풍력
Guzman Figar

프로젝트 총괄이사 

13:40 – 
14:00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동향 및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오더블유코리아
 최성우 본부장

한국부유식풍력
임진현 사업개발부장

14:00 – 
14:20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요구사항
Aker Offshore Wind-

한국부유식풍력
Øyvind Larsen 기술이사

14:20 – 
14:50

해상풍력 프로젝트 구매 절차 및 
입찰 참여 방법

Ocean Winds
AitorPniagua

구매조달계약총괄

오더블유코리아
황순규 구매총괄

14:50 – 
15:00

질의응답

    ※한,영 동시통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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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장 레이아웃

 

하모니볼룸 1 하모니볼룸 2 하모니볼룸 3

사용하지 않음 사용하지 않음
오션윈즈-아커 해상풍력

서플라이어 데이
(108석 세팅)

 - 행사장 운영

  ∙ 사전세팅 : 2022년 5월 24일(화) 12:00 ~ 13:00

  ∙ 리허설 운영

    (1) 최종 리허설 : 5월 24일(화) 13:00 ~ 13:30

     * 세팅시간이 짧은 관계로 시스템 체크 및 사회자 리딩으로 대체

  ∙ 연사자 좌석 : 10석 세팅 (참여 연사석)

  ∙ 특이사항

    (1) 참가자의 원활하고 빠른 참석자 집계를 위하여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입구에서 비표 인식 진행

    (2) 발표자료집의 효율적인 배포를 위하여 PDF 다운로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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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구축 운영

   

시스템

영상 시스템

- 스크린 및 빔프로젝트 15,0000Ansi 각 1조 

- 스위처 및 스케일러

- 타임워치용 프롬프터 (PDP)

- 프리뷰용 프롬프터 (PDP)

- 퍼펙트큐 (빔포인터)

중계 시스템 - ENG 중계 카메라 1대 (Center)

음향 시스템 - 스피커, 마이크, 모니터용 스피커등 음향 일체 1조

순차통역 운영 - 통역사 1인

기타 - 포디엄, 유.무선 마이크, 퍼펙트 Q 

 - 인력 운영 계획

   

인력

총괄

(대행사)

- 콘솔 : 윤현 부장

- 사회자 케어 : 염준석 대리

- 플로어 관리 : 운영요원 1인

- 연사 관리 : 박소원 매니저

중계 시스템 - 최철호 감독 외 1명

음향 시스템 - 김성환 실장 외 1명

영상 시스템 - 안정민 실장 외 1명

통역 시스템 - 총괄관리 1인, 통역사 2인

 - 제작물 운영 계획

   

그랜드
볼룸

현수막 - 좌우 세로형 현수막 (스크린) 2조

기타 - 포디움 타이틀

로비

입구 - X-배너, 동선배너 외  

기타 - 행사장 이동용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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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 프로젝트 상담회

 - 일  시 : 2022년 5월 25일(수) ~ 27일(금) 08:00 ~ 21:00

   * 오프라인 : 2022년 5월 25일(수)

   * 온라인 : 2022년 5월 25일(수) ~ 5월 27일(금)

 - 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서울 B1 다이아몬드홀 (오프라인)

 - 주요내용 : 해외발주처 37개국, 104개사 /국내기업 80개사 총 280건 상담

 - 주요 상담성과

  ∙ 상담건수 : 280건 

  ∙ 상 담 액 : 112,806백만달러

   

상담회 구분

해외 참가 국내 참가 상담성과

국가
(개국)

발주처/
바이어
(개사)

프로젝트 수
(건)

기업
(개사)

상담
건수

상담금액
(백만$)

프로젝트 상담회 35 62 107 67 210 101,804

해상풍력 GP 1 2 2 12 14 11,000

아세안 그린 로드쇼 2 37 - 23 51 2.3

EIPP 기업협력 3 3 3 4 5 -

총합(중복제거) 37 104 112 80 280 112,806

 - 사전매칭 스케줄

   

구분 매칭 기간 매칭 결과 통보

1차 매칭
2022년 5월 11일(수)

~ 5월 17일(화)
2022년 5월 18일(수)

2차 매칭
(최종)

2022년 5월 18일(수)
~ 5월 20일(금)

2022년 5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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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회 참가신청

  ∙ 공식웹사이트 (https://www.gpp2022.or.kr)를 통해 참가신청

    * GPP 2022 웹사이트 및 코트라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상담신청 메뉴에서 발주처 선택 및 신청

  ∙ 주선 우선순위 : 상호신청 > 바이어신청 > 국내기업 신청

   

  ∙ 주선 결과 통보 :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선결과 확인

    (1차 : 2022년 5월 18일(수), 2차 : 2022년 5월 20일(금))

 - 상담회 일정

  ∙ 1회당 40분 / 14회차 운영 (휴식시간: 10분)

회차 시간 구분

1 08:20~09:00
온라인

2 09:10~09:50

3 10:00~10:40

온/오프라인

4 10:50~11:30

5 11:40~12:20

5 13:30~14:10

6 14:20~15:00

7 15:10~15:50

  

회차 시간 구분

8 16:00~16:40
온/오프라인

9 16:50~17:30

10 18:30~19:10

온라인

11 19:20~20:00

12 20:10~20:50

13 21:00~21:40

14 21:50~22:30

  ∙ 매칭결과 최종 알림 

    (1) 바이어 및 국내기업 : 사전 홈페이지 공지 진행

    (2) LFD현황판을 통하여 노쇼 발주처 현장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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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회 현장운영

  ∙ 발주처 참석 확인 (오프라인)

   (1) 통역요원을 통한 1차 연락 진행

       (영접시 파악한 모바일메신져를 통하여 발주처 개별 연락)

       * 통역요원은 별도 연락 후 구글폼을 활용하여 데스크 보고

   (2)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스별 자동참석 확인

        * 구글 폼 및 현장관리요원들의 직접확인 후 크로스 체크

   (3) 미참석 해외발주처 룸콜 진행 및 객실 방문 확인 진행

  ∙ 국내기업 및 발주처 참석 확인 (온라인)

   (1) 통역요원을 통한 1차 연락 진행
       * 해외발주처 : 노쇼 발생시 즉각 대행사 데스크에 보고 진행

       * 국내기업 : 통역요원이 1차연락 후 불응시 대행사측 관리인원이 2차연락

   (2) 해외발주처 노쇼시 모바일메신져를 활용하여 현지 통보 진행

  ∙ 통역요원용 상담회 KIT 제공

   (1) 발주처별 최종 매칭표 1부 및 네임택 

   (2) 각 발주처별 국내기업 연락처 별도 제공 (비셋 시스템)

  ∙ 구역별 발주처 상담부스 관리요원 운영

   (1) 해외발주처 및 통역요원 민원처리 및 데스크 보고

   (2) 국내기업 도착 확인

   (3) 3개 부스당 1인 배치, 분야별 관리 팀장 2인 별도 배치

  ∙ 검수 및 집계 센터 운영

   (1) 환경 및 에너지 분야별 상담일지 검수센터 운영

   (2) 상담일지 입력 및 집계센터 (집계인원 7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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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역요원 업무 현황표

   

구분 업무 내용

최종 교육
 - 통역요원 최종 교육 
   * 상담회 프로세스, 상담일지 작성 요령 및 담당 발주처 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 공유 (별도 온라인 시스템 활용)

국내기업

/ 발주처 확인

및 보고

 - 담당 발주처 접속확인 및 보고
    * 노쇼 발생시 (5분전 미접속) 대행사 즉각 보고 진행
 - 국내기업 불참 및 미접속시 전화 연락 진행

상담회

운영

 - 사전 배포된 일정표에 따라 40분간 진행 
   * 시간 엄수, 종료시간을 통역요원 안내
 - 상담일지 작성 및 확인 /상담회 통역 진행
 -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 및 미팅시간에 이상이 있을 경우 통역원에게 
   운영 요원을 통해 새로운 상담일정 전달 예정이므로, 항상 휴대폰 확인
 - 국내업체가 다른 발주처 상담을 하고 있을 경우는 운영요원에게 전달
   * 확인 후 조치 필요

상담일지

작성

 - 상담일지는 각 시간대별로 바로 작성하여 제출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
 - 상담일지 내 진행 시간 기재 필수 
 - 상담일지는 신속히 기재하여 종료후 바로 제출 진행 (한글 작성 기준)
 - 상담내용, 수주 가능성 금액,일시,내역 등 상세히 기재

   

 - 상담일지 집계 Process

   

Step #1
작성 및 제출

통역요원 작성 및 온라인 제출 (모바일,PC 등)

Step #2
1차 검토

1차 검수 (통역사) - 기본적인 내용 기재등 단순 검토

Step #3
2차 검토

주최사 심화 검수 및 전달 (분야별 검수)

Step #4
입력

상담액 및 상담 내용 입력

Step #5
약식 집계

전체 포괄적 집계내용 산출

Step #6
집계

각 분류별 세부 집계내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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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회장 레이아웃

  

부스 국가명 무역관명 발주처명 구분

1 온라인 예비 부스

2 온라인 예비 부스

3 온라인 예비 부스

4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Directorate General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GAPP) GPP

5 인도 뉴델리 Rail Vikas Nigam Limited GPP

6 네팔 뉴델리 Department of Roads GPP

7 스페인 - Ocean Winds (KFW) 해상풍력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ADNOC) GPP

9 스페인 - Ocean Winds (Ocaen Winds Korea) 해상풍력

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MPWH) EIPP

1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Center for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Project EIPP

12 케냐 나이로비 Ministry of ICT, Innovation and Youth affairs E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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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및 인력운영

  

환경조성

좌석
- 6석 사각 회의탁자 세트 구성 (총 98조) 
- 옥타늄 상담부스 (총 100부스)

기본

- 상담 테이블 (상담일지, 통역사 안내문, 개별일정)
- 설문지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상담일지 내 작성)
- 통역사별 개별 노트북 지급 (1ea)
- 생수 스테이션 3조

인쇄물
- 조닝 대형 현수막
- 배너

인력운영

담당 - 팀장급 2명

운영관리 - 조닝 스텝 (5명, 팀장급 2명, 운영 보조 3명)

등록데스크 - 사전 1명, 현장 1명, 인포 1명 (발주처 케어)

통역관리 - 통역관리 담당 2명 (통역회사)

통역사 - 통역사 9명

 - 인력운영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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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 홍보 [지면광고 및 뉴스 클리핑]

1) 언론홍보

 - 신문광고 : 지면 5단 통광고 진행

 - 총 보도건수 : 17건 (2022.5.23~5.26)
No. 일자 언론매체 보도제목

1 5.24 연합뉴스 코트라, 인프라기업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 5.24 뉴스1 KOTRA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청정에너지·녹색인프라 해외 진출 지…

3 5.24 머니투데이 코트라,  전세계 63조원 '탄소중립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4 5.24 e대한경제 코트라,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개최

5 5.24 로이슈 KOTRA,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개최

6 5.24 전자신문 KOTRA, 'GPP 2022'  개최…해외 탄소중립 프로젝트 시장 진출 지원

7 5.24 헤럴드경제 코트라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8 5.24 아시아투데이 코트라, 인프라기업 지원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9 5.24 농업경제신문 코트라, 탄소중립 트렌드 속 인프라 시장 대처 방안 모색

10 5.24 연합뉴스 KOTRA,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개최

11 5.24 컨슈머타임스 코트라, 24일부터 '2022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GPP)' 개최

12 5.24 연합뉴스 개회사 하는 정외영 본부장

13 5.24 투데이에너지 "韓, 부유식 해상풍력 적합"

14 5.25 철강금속신문 한국부유식풍력-KOTRA, 해상풍력  협력사와 '2022 서플라이어 데이' 개최

15 5.25 헤럴드경제 한국부유식풍력-KOTRA, 해상풍력  협력사와 파트너십 강화

16 5.26 한국경제 한국부유식풍력-KOTRA, 해상풍력  협력사와 함께 하는 ‘2022 서플라이어 데이’ 개최

17 5.26 부산일보 한국부유식풍력,  협력사와 ‘서플라이어 데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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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명 무역관 국가 무역관

1 (WMA)Waste  Management Agency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 AFDB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3 Aguas  y Saneamientos Argentinos S.A (AySA S.A)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4 Amazonica  Energy 브라질 상파울루

5 Ankara  Metropolitan Municipality 터키 이스탄불

6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필리핀 마닐라

7 Buenos  Aires city government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8 Chattogram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CWASA) 방글라데시 다카

9 Cleaner  future 칠레 산티아고

10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11 Countrywide  Renewable Hydrogen (CRH2) 호주 멜버른

12 Da  Nan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 다낭

13 Department  of Roads 인도 뉴델리

14 DGAPP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15 Dhak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DWASA) 방글라데시 다카

16 Dinh  Vu Gypsu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하노이

17 EDM 모잠비크 마푸투

18 EMA 알제리 알제

19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가나 아크라

20 EthiopianElectricPower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1 Expressway  Authority of Thailand (EXAT) 태국 방콕

22 Ghana  Water Company Limited 가나 아크라

23 Government  of Santa Catarina State 브라질 상파울루

24 Governor  of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5 Greentechnik  Hungary Kft. 헝가리 부다페스트

26 Grupo  Mori 브라질 상파울루

27 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 INDE 과테말라 과테말라

28 KazakhInvestJSC 카자흐스탄 알마티

29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케냐 나이로비

30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케냐 나이로비

31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베트남 호치민

32 MERCURY  MARITIME CONCESSION COMPANY LTD 나이지리아 라고스

33 Metro  de Bogota 콜롬비아 보고타

4  참가 발주처 및 국내기업 리스트

□ 참가 발주처 현황 (36개국, 66개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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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MEA) 태국 방콕

35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Municipalities and Public Works 이라크 바그다드

36 MinistryofElectricity 이라크 바그다드

37 Ministry  of Energy 몽골 울란바토르

38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에콰도르 키토

39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에콰도르 키토

40 Ministry of Transport 요르단 암만

41 Ministry of Transportation 이라크 바그다드

42 MIREME 모잠비크 마푸투

43 MOPC 파라과이 아순시온

44 Municipality  of Benito Juarez and Mexan SA de CV 멕시코 멕시코시티

45 MVC  Engenharia 브라질 상파울루

46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NAWAPI) - Ministry of  Nar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베트남 하노이

47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필리핀 마닐라

48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가나 아크라

49 Norther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NEDCO) 가나 아크라

50 OPWP(Oman  Power & Water Procurement Company) 오만 무스카트

51 Pamtronics  Nigeria Limited 나이지리아 라고스

52 PDAB  Tirta Utam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3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필리핀 마닐라

54 Philippine  Ports Authority 필리핀 마닐라

55 Phongsubthavy  Group 라오스 비엔티안

56 PPPCentralUnit 이집트 카이로

57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베트남 호치민

58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PEA) 태국 방콕

59 PTMegaEnergiHidroIndonesia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60 Rail  Vikas Nigam Limited 인도 뉴델리

61 RegionalGovernmentof  South Tangerang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 Semarang City Municipality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3 Song  Da Cao Cuong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하노이

64 Taaleri  Bioindustrials 핀란드 헬싱키

65 TSVinvestment 베트남 호치민

66 Water  & Power Development Authorty(WAPDA) 파키스탄 카라치
 



- 39 -

　 회사명 담당자명 부서 직위

1 로템에스알에스(주) 김래원 해외사업본부 본부장

2 (주)오엘티파워 이충석 총괄 대표

3 평화엔지니어링 신근철 해외사업부 부사장

4 (주)메트로텍 김현상 사업지원팀 　

5 한국수자원공사  미주센터 배대현 미주센터 센터장

6 LG  CNS 오기도 Smart SOC 팀장

7 한국전력공사 노승혁 해외사업운영처 차장

8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ARDIANSAH  VICKI 철도2부 대리

9 한전KPS 김재철 해외발전사업처 차장

10 주식회사  삼안 주현수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부 사원

11 한국수자원공사 김준형 필리핀사업단 　

12 포스코건설 서준석 글로벌인프라사업담당 부장

13 현대로템 박주현 레일솔루션사업본부
해외영업1팀 매니저

14 대우건설 정민용 해외인프라개발팀 과장

15 DL E&C 장옥재 토목해외수력팀 부장

16 에디슨모터스  주식회사 왕린지 전략기획본부 　

17 자일자동차(주) 김태광 수출영업팀 차장

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해진 해외사업개발실 연구원

19 주식회사  세일 송창근 마케팅 이사

20 (주)유신 이재우 해외사업부 대리

21 디엘이앤씨 안성열 토목해외사업1팀 대리

22 다산컨설턴트 이상호 해외사업부 상무

23 한국항만협회 전혜경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 　

24 (주)한국종합기술 홍미라 해외사업부 상무

25 지에스건설 정희찬 환경G사업팀 　

26 (주)케이알티씨 송희수 해외협력및시스템연구부 대리

27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이현동 토목해외사업2팀 대리

28 두산에너빌리티 안준호 Plant EPC)Power 
EPC 영업2팀 차장

29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정석원 개발부 기술이사

□ 국내 참가기업 (2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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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씨에이치씨랩 오명환 해외비지니스지원 팀장 

31 바이오메카(주) 정헌모 사장 　

32 케이씨아이 유지호 해외사업본부 이사

33 동진기공 강정호 수출기획실 부사장

34 한백 사업전략실 　

35 (주)동일기술공사 이승환 해외사업부 상무

36 대명이엔지 김형식 관리부 대표

37 동우인터내셔널 김용성 해외사업팀 사장

38 한국공항공사 정성원 해외영업부 과장

39 (주)수성엔지니어링 김석운 해외영업부 전무

40 미시간기술 　 　 　

41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천성기 해외영업 부장

42 영인크로매스(주) 배장원 해외사업부 　

43 (주)건화 고성민 해외사업부 차장

44 제일엔지니어링 이영욱 해외본부 대리

45 한국서부발전 연제홍 해외개발2부 대리

46 코오롱글로벌 김민주 해외영업팀 차장

47 씨에스에너텍 박효식 해외영업 고문 

48 (주)복주 윤정욱 해외영업팀 과장

49 (주)국제환경기술 이진석 해외영업 대표이사

50 현대엔지니어링 맹철규 인프라해외영업팀 매니저

51 주식회사  이레드 정병국 마케팅 대표

52 경동엔지니어링 오현영 해외사업부 사원

53 주식회사미미클 총괄 대표이사

54 더워터코리아 문건호 해외사업부 이사

55 현대건설 이지영 글로벌  사업부 매니저

56 한국가스기술공사 신동현 기술영업부 부장

57 (주)케이쏠라프라자 고수남 대표 대한민국

58 (주)도화엔지니어링 양승주 철도전략팀 　

59 한국석유관리원 김지연 국제협력팀 　

60 (주)유주 이상라 영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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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발주처명 발주처 
만족도 국내기업 국내기업 

만족도

1 Metro de Bogota 좋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좋음

2 Metro de Bogota 좋음 현대건설 좋음

3 EMA 무응답 ㈜메트로텍 나쁨

4 EMA 보통 현대로템 매우 좋음

5 MOPC 좋음 현대건설 매우 좋음

6 MOPC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7 Water & Power Development Authorty(WAPDA) 매우 좋음 한전KPS 매우 좋음

8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좋음 ㈜유신 좋음

9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매우 좋음 ㈜케이쏠라프라자 매우 좋음

10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Municipalities and 
Public  Works 보통 현대건설 보통

11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Municipalities and 
Public  Works 보통 경동엔지니어링 보통

12 Ministry of Electricity 보통 두산에너빌리티 보통

13 Ministry of Electricity 보통 ㈜오엘티파워 보통

14 Ministry of Electricity 보통 대우건설 보통

15 Norther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NEDCO) 보통 ㈜오엘티파워 좋음

16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매우 좋음 ㈜ 도화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17 Philippine Ports Authority 매우 좋음 한국항만협회 매우 좋음

18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보통 ㈜동일기술공사 보통

19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보통 경동엔지니어링 보통

20 Ministry of Transport (MOT) 보통 에디슨모터스 주식회사 보통

21 Ministry of Transport (MOT) 좋음 씨에스에너텍 보통

22 Ethiopian Electric Power 좋음 ㈜케이쏠라프라자 좋음

23 Ethiopian Electric Power 좋음 한백 좋음

24 Ethiopian Electric Power 매우 좋음 ㈜오엘티파워 매우 좋음

25 Governor of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좋음 지에스건설 나쁨

26 Governor of Special Region of Yogyakarta 좋음 ㈜유신 좋음

5  행사 만족도 조사 (상담회) 

1) 행사 만족도 조사

  - 상담일지를 통하여 국내기업 / 해외발주처 선택 만족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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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RegionalGovernmentof    South Tangerang 좋음 ㈜유신 좋음

28 RegionalGovernmentof    South Tangerang 좋음 한전KPS 매우 좋음

29 Expressway Authority of Thailand (EXAT) 보통 제일엔지니어링 보통

30 Expressway Authority of Thailand (EXAT) 좋음 LG CNS 좋음

31 Expressway Authority of Thailand (EXAT) 보통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보통

32 EDM 매우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33 EDM 좋음 ㈜케이쏠라프라자 매우 좋음

34 MIREME 보통 ㈜케이쏠라프라자 보통

35 MIREME 매우 좋음 한백 매우 좋음

36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보통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37 DGAPP 매우 좋음 포스코건설 매우 좋음

38 DGAPP 매우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39 DGAPP 매우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40 DGAPP 매우 좋음 한국공항공사 매우 좋음

41 DGAPP 매우 좋음 ㈜유신 매우 좋음

42 DGAPP 매우 좋음 한국전력공사 매우 좋음

43 DGAPP 매우 좋음 주식회사 삼안 매우 좋음

44 DGAPP 매우 좋음 현대건설 매우 좋음

45 Rail Vikas Nigam Limited 좋음 ㈜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46 Rail Vikas Nigam Limited 매우 좋음 ㈜유신 매우 좋음

47 Rail Vikas Nigam Limited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48 Rail Vikas Nigam Limited 좋음 동우인터내셔널 좋음

49 Department of Roads 좋음 다산컨설턴트 좋음

50 Department of Roads 좋음 제일엔지니어링 좋음

51 Department of Roads 좋음 경동엔지니어링 좋음

52 Department of Roads 좋음 ㈜건화 좋음

53 Department of Roads 좋음 ㈜수성엔지니어링 좋음

54 Department of Roads 좋음 ㈜유신 좋음

55 Department of Roads 좋음 케이씨아이 좋음

56 Department of Roads 좋음 ㈜한국종합기술 좋음

57 Department of Roads 좋음 평화엔지니어링 좋음

58 KFW, Ocean Winds 보통 동국S&C 좋음

59 KFW, Ocean Winds 좋음 씨에스윈드 좋음

60 KFW, Ocean Winds 보통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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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KFW, Ocean Winds 보통 휴먼컴포지트 보통

62 KFW, Ocean Winds 보통 유니슨 보통

63 KFW, Ocean Winds 보통 일진전기 보통

64 KFW, Ocean Winds 보통 지에스엔텍 보통

65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좋음 케이티서브마린 좋음

66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좋음 현대스틸산업 좋음

67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보통 씨에스윈드 좋음

68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좋음 동양철관 좋음

69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좋음 일진전기 좋음

70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좋음 현대제철 좋음

71 Ocean Winds Korea, Ocean Winds 매우 좋음 삼일씨앤에스 좋음

72 Ministry of Energy 좋음 한백 좋음

73 Ministry of Energy 보통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보통

74 Dinh Vu Gypsum Joint Stock Company 보통 동진기공 보통

75 Dinh Vu Gypsum Joint Stock Company 보통 대우건설 보통

76 Song Da Cao Cuong Joint Stock Company 좋음 동진기공 보통

77 Song Da Cao Cuong Joint Stock Company 좋음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좋음

78 Da Nan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좋음 대우건설 좋음

79 Da Nan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보통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좋음

80 Da Nan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매우 좋음 포스코건설 매우 좋음

81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좋음 제일엔지니어링 좋음

82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좋음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좋음

83 MOPC 매우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84 MOPC 매우 좋음 ㈜유신 매우 좋음

85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86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좋음 현대건설 좋음

87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좋음

88 Norther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NEDCO) 보통 한백 보통

89 MERCURY MARITIME CONCESSION COMPANY LTD 보통 제일엔지니어링 보통

90 Greentechnik Hungary Kft. 보통 ㈜케이쏠라프라자 보통

91 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 INDE 매우 좋음 한백 매우 좋음

92 Philippine Ports Authority 보통 ㈜유주 보통

93 Philippine Ports Authority 보통 현대엔지니어링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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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Metro de Bogota 좋음 현대로템 좋음

95 Amazonica Energy 매우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96 Amazonica Energy 좋음 한전KPS 좋음

97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98 Philippine Ports Authority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99 Philippine Ports Authority 좋음 ㈜유신 좋음

100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제일엔지니어링 좋음

101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102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103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케이알티씨 좋음

104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105 Ministry of Public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좋음 한국항만협회 좋음

106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107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좋음 ㈜수성엔지니어링 좋음

108 Project Management Unit My Thuan - Ministry of 
Transport (PMU  My Thuan) 좋음 경동엔지니어링 좋음

109 Ankara Metropolitan Municipality 보통 바이오메카㈜ 보통

110 Kazakh Invest JSC 보통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보통

111 Kazakh Invest JSC 좋음 ㈜오엘티파워 좋음

112 Buenos Aires city government 무응답 바이오메카㈜ 무응답

113 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 INDE 좋음 주식회사 이레드 좋음

114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매우 좋음 ㈜오엘티파워 매우 좋음

115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매우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매우 좋음

116 AFDB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좋음

117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좋음 ㈜유신 좋음

118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좋음 다산컨설턴트 좋음

119 Northern Electricity Distribution Company(NEDCO) 좋음 대명이엔지 좋음

120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PEA) 좋음 ㈜오엘티파워 좋음

121 Provincial Electricity Authority (PEA) 보통 ㈜케이쏠라프라자 보통

122 PT Mega Energi Hidro Indonesia 무응답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무응답

123 PT Mega Energi Hidro Indonesia 보통 ㈜유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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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MEA) 좋음 씨에스에너텍 좋음

125 Ghana Water Company Limited 보통 ㈜복주 보통

126 Semarang City Municipality 좋음 한전KPS 좋음

127 Semarang City Municipality 보통 지에스건설 보통

128 RegionalGovernmentof    South Tangerang 보통 지에스건설 보통

129 Greentechnik Hungary Kft. 무응답 ㈜오엘티파워 무응답

130 PDAB Tirta Utama 무응답 지에스건설 무응답

131 PDAB Tirta Utama 무응답 ㈜유신 좋음

132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좋음 한국수자원공사 미주센터 매우 좋음

133 Ankara Metropolitan Municipality 매우 좋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매우 좋음

134 Ministry of Construction, Housing, Municipalities and 
Public  Works 보통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135 Ministry of Transport (MOT) 좋음 LG CNS 좋음

136 Instituto Nacional de Electrificacion INDE 좋음 ㈜오엘티파워 보통

137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보통 경동엔지니어링 보통

138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보통 ㈜동일기술공사 보통

139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보통 다산컨설턴트 보통

140 Indonesia Bappenas 보통 주식회사와이파워원 보통

141 (WMA)Waste Management Agency 좋음 주식회사미미클 좋음

142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유신 좋음

143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다산컨설턴트 좋음

144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수성엔지니어링 좋음

145 MANAGEMENT AUTHORITY FOR URBAN RAILWAYS 
(MAUR) 좋음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좋음

146 Ministry of Transport (MOT) 좋음 한국항만협회 좋음

147 Ministry of Transport (MOT) 좋음 동우인터내셔널 좋음

148 Ministry of Transport (MOT) 좋음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좋음

149 Dhak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DWASA) 보통 코오롱글로벌 보통

150 Dhak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DWASA) 좋음 경동엔지니어링 좋음

151 Dhak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DWASA) 보통 제일엔지니어링 보통

152 Dhaka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DWASA) 보통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보통

153 Ministry of ICT, Innovation and Youth affairs 좋음 ㈜한국종합기술 매우 좋음

154 Ministry of ICT, Innovation and Youth affairs 좋음 ㈜유신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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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Center for Development of Investment Project 보통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156 Center for Development of Investment Project 무응답 ㈜한국종합기술 보통

157 Chattogram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CWASA) 매우 좋음 경동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158 Chattogram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CWASA) 매우 좋음 코오롱글로벌 매우 좋음

159 Chattogram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CWASA) 매우 좋음 ㈜건화 매우 좋음

160 Chattogram Water Supply & Sewerage Authority 
(CWASA) 매우 좋음 제일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161 Metro de Bogota 좋음 디엘이앤씨 매우 좋음

162 Metro de Bogota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163 Kazakh Invest JSC 좋음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좋음

164 (WMA)Waste Management Agency 매우 좋음 ㈜국제환경기술 좋음

165 Aguas y Saneamientos Argentinos S.A (AySA S.A) 매우 좋음 바이오메카 매우 좋음

166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매우 좋음 한전KPS 매우 좋음

167 Ministry of Energy and Nonrenewable Natural 
Resources 매우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168 Ministry of Transportation 보통 ㈜케이알티씨 보통

169 Ministry of Transportation 보통 제일엔지니어링 보통

170 Ministry of Transportation 보통 현대로템 보통

171 Ministry of Transportation 보통 ㈜유신 보통

172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좋음 한국석유관리원 좋음

173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좋음 ㈜수성엔지니어링 좋음

174 Philippine National Railways 좋음 ㈜케이알티씨 좋음

175 OPWP(Oman Power & Water Procurement Company) 좋음 두산에너빌리티 좋음

176 OPWP(Oman Power & Water Procurement Company) 좋음 한국서부발전 좋음

177 MERCURY MARITIME CONCESSION COMPANY LTD 보통 디엘이앤씨 보통

178 TSVinvestment 좋음 대우건설 보통

179 TSVinvestment 좋음 ㈜한국종합기술 좋음

180 MIREME 매우 좋음 현대건설 매우 좋음

181 MIREME 매우 좋음 DL E&C (대한민국) 매우 좋음

182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보통 현대엔지니어링 보통

183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보통 ㈜유신 보통

184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보통 포스코건설 보통

185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보통 한국수자원공사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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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좋음 현대엔지니어링 좋음

187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188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좋음 한국수자원공사 좋음

189 PPP Central Unit 무응답 한국항만협회 보통

190 PPP Central Unit 무응답 현대건설 무응답

191 PPP Central Unit 무응답 도화엔지니어링 무응답

192 Pamtronics Nigeria Limited 좋음 한백 좋음

193 Phongsubthavy Group 보통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보통

194 EMA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195 EMA 보통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보통

196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NAWAPI) - Ministry of Nar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좋음 아이에스테크놀로지㈜ 보통

197 Ministry of Energy 매우 좋음 DL E&C (대한민국) 매우 좋음

198 Ministry of Energy 매우 좋음 ㈜오엘티파워 매우 좋음

199 (WMA)Waste Management Agency 보통 ㈜오엘티파워 보통

200 PDAB Tirta Utama 무응답 경동엔지니어링 좋음

201 Rail Vikas Nigam Limited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좋음

202 DGAPP 매우 좋음 ㈜건화 매우 좋음

203 EMA 보통 로템에스알에스㈜ 보통

204 Kazakh Invest JSC 좋음 도화엔지니어링 좋음

205 Countrywide Renewable Hydrogen (CRH2) 보통 한국가스기술공사 보통

206 Water & Power Development Authorty(WAPDA) 매우 좋음 두산에너빌리티 매우 좋음

207 Water & Power Development Authorty(WAPDA) 보통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208 EMA 좋음 인천교통공사 좋음

209
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  (NAWAPI) - Ministry of Nar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보통 도화엔지니어링 보통

210 Ghana Water Company Limited 매우 좋음 코오롱글로벌 매우 좋음

211 Ghana Water Company Limited 매우 좋음 포스코건설 매우 좋음

212 Metro de Bogota 좋음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좋음

213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매우 좋음 주식회사 세일 좋음

214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좋음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좋음

215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좋음 케이씨아이 좋음

216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좋음 ㈜한국종합기술 좋음

217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좋음 ㈜수성엔지니어링 매우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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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매우 좋음 ㈜한국종합기술 매우 좋음

219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좋음 다산컨설턴트 좋음

220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좋음 동우인터내셔널 좋음

221 Kenya National Highways Authority (KenHA)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매우 좋음

222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좋음 주식회사 지브이로드 좋음

223 Kenya Urban Roads Authority (KURA) 좋음 동우인터내셔널 좋음

224 Ministry of Transport 좋음 다산컨설턴트 좋음

225 Ministry of Transport 좋음 현대로템 좋음

226 MINISTRY OF TRANSPORT 좋음 자일자동차 좋음

227 Cleaner future 매우 좋음 미시간기술 매우 좋음

2)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응답내용 응답수 백분율

해외발주처

매우좋음 44 19%

좋음 110 48%

보통 62 27%

불만족 0 -

무응답 11 5%

국내기업

매우좋음 51 22%

좋음 105 46%

보통 63 28%

불만족 0 0%

무응답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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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사 스케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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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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