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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세계한상대회(THE 19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韓商)대회’는 1997년 IMF 금융위기 극복과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한민족경제인이 결집하는 “한상(韓商)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국의 ‘세계화상대회’1)를 벤치마킹하여 2002년 

발족 함.
▍‘세계한상(韓商)대회’는 한상네트워크 구축의 플랫폼 기능을 통해, 한상

의 국내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확대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 국가별․직능별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엄브

렐라 네트워크로 기능해옴.

▍매년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세계한상(韓商)대회’는 국내 3,000여명 

과 해외 1,00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한상과의 네트

워크 구축을 포함한 모국의 경제발전과 국내 청년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고 

있음.
  ※ 제18차 세계한상대회(19.10.22~24, 여수세계박람회장) 비즈니스 성과

◦ 비즈니스 상담실적

(단위 : 건, US$)

구 분 참가규모
실 적

상담건수 상담금액2)

기업전시회 243개 기업및기관, 311개 전시부스설치 11,276 96,766,630

MD초청상담회 국내바이어29명20개사, 국내참가기업106개사 245 -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해외바이어9개국30개사, 한상바이어2개사, 국내기업132개사 600 89,234,350

K푸드트레이드쇼 국내기업 10개사 IR 참가 3 10,000

전남해외바이어
초청수출상담회 전남소재기업 71개사, 해외바이어 8개국 20개사 217 10,907,000

계 12,341 196,917,980

◦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출처 : 인천연구원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

  - 생산유발효과 : 281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 110억원

  - 고용유발효과 : 383명

1) 세계최대규모의 화상네트워크로 화교기업인들의 경영능력 과시 및 상호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1991년부터 매 2년 개최  

2) 상담금액은 한상대회 현장에서 비즈니스성과조사전문업체가 집계한 상담결과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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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요

   행사명  : 제19차 세계한상대회(THE 19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기  간 : 2021. 10. 19(화) ~ 21(목)

   장  소 : 서울특별시 롯데호텔 월드(잠실)

   주  관 : 재외동포재단, 매일경제신문․MBN

   후  원 : 외교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

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한국관광공사 

   규  모 : 총3,000명(해외 1,000여명, 국내 2,000여명)

   프로그램 : 개․폐회식, 운영위원회, 한상CEO 네트워킹,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기업전시회, 일대일비즈니스미팅,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

면접 등

   행사방식 : 오프라인·온라인 병행 하이브리드 방식 

    ❍ 대회 기간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오프라인 참가인원 제한 

   주요 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및 한상과 지역 

경제인의 네트워킹의 장 마련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해외 한상과의 비즈니스연계를 

위한 기업전시회 개최, 비즈니스 상담 및 일대일비즈니스 미팅 시행 

    ❍ 비즈니스 정보 공유를 위한 비즈니스 세미나,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 

지원 정책 등 설명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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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주요 개선사항

    ❍ 기존 YBLF(만45세 이하)를 연령 제한 없는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확대 시행

      - 영 비즈니스 리더포럼(45세 이하)을 YBLN, 신규 유력 한상, 리딩 

CEO가 함께 참여하는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으로 확대

      - 재외공관, 국내외 경제단체, 리딩 CEO 등의 추천을 받아 거주국에서 

성공했거나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인 발굴

    ❍ 기업 IR - 기업상담회 - 현장 Showroom으로 연계되는 비즈니스 미팅 

주선

      - 한상기업과 국내기업의 수용에 따라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대상 

지역별 시차에 맞춰 기업IR(2회 이상) 실시

      - 사전예약 및 현장 요청을 반영하여 개별 상담회 실시

      - 기업IR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현장 Showroom 배정 및 온라인 라

이브 중계 

    ❍ 한상 Buyer / 한상 Seller 초청 

      - 재외동포 경제단체, 한상기업, 리딩 CEO, YBLN,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상 Buyer / 한상 

Seller 참가신청서를 접수, 국내 외 기업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즈

니스 미팅 수요가 많은 기업을 한상 Buyer / 한상 Seller 선정

      - 선정된 한상 Buyer가 일정 횟수 이상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100

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제공

      - 한상 Seller로 선정되면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IR – 기업상

담회 - 현장 Showroom 무료 사용 기회 제공

    ❍ 연회, 의전, 전시회 등 인원이 집중되는 프로그램 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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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19차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안)

구 분 10.18(월) 10.19(화) 10.20(수) 10.21(목)
09:00-10:00 기자간담회 세미나 세미나

한상
기업
청년
채용
인턴
십
현장
면접

세미나 세미나
10:00-11:00 개회식 및 기조강연

기업 IR 기업 IR11:00-12:00
투자유치설명회

12:00-13:00

환영 오찬 오찬 페회식 및 환송오찬13:00-14:00

14:00-15:00

15:00-16:00

기업 IR 세미나 기업 IR &
세미나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신규기업 및
주요품목 소개

16:00-17:00

17:00-18:00

18:00-19:00
한상 CEO 네트워킹 만찬(한상의 밤)

19:00-20:00

20:00-21:00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개회식 및 특강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지식 세미나

21:00-22:00 Young Business Leader &
Hansang Forum
전체회의22:00-23:00

☆ 운영위원회 ☆ 리딩 CEO 포럼
23:00-24:00

상시
프로그램

현장쇼룸 운영(기업 홍보 및 상품소개)

기업상담회

한상경제단체 총회(온라인 지원)

☆ 은 비공개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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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한상대회 개최 현황

구분 기    간 장    소 참가규모 실    적 특    징
1차
대회

02.10.8(월)
~10.10(수)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28개국 968명
(해외 852, 국내 116) 3천만달러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반조성

2차 
대회

03.10.6(월)
~10.8(수)

서울(삼성동) 
COEX

40개국 1,263명
(해외 937, 국내 326)

1:1 미팅 175건
기업전시 20부스

`비즈니스 창출 
기반조성

3차 
대회

04.10.26(화)
~10.28(목) 제주도 ICC 37개국 1,606명

(해외 937, 국내 669)

1:1미팅 445건
기업전시 129부스

(8천만불 상담)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지자체 참여

4차 
대회

05.9.13(화)
~9.15(목)

경기도(일산) 
KINTEX

36개국 1,517명
(해외 697, 국내 820)

1:1미팅 561건
 기업전시 400부스
(187백만불 상담)

업종별 비즈니스 
교류강화/ 한상특화전 

개발

5차 
대회

06.10.31(화)
~11.2(목)

부산(해운대) 
BEXCO

39개국 2,285명
(해외 1,214, 국내 1,071)

1:1미팅 304건
기업전시 367부스
(358백만불 상담)

업종별 단체간
MOU 다수체결 

6차 
대회

07.10.31(수)
~11.2(금)

부산(해운대) 
BEXCO

37개국 2,993명
(해외 1,146, 국내 1,847)

1:1미팅 383건
기업전시 419부스
(376백만불 상담)

업종별 단체간 MOU 
다수체결/

한상단체 역할 강화 

7차 
대회

08.10.28(화)
~10.30(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5개국 3,340명
(해외 1,337, 국내 2,003)

1:1미팅 577건
기업전시 385부스
(564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증대효과 

176억

8차 
대회

09.10.27(화)
~10.29(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42개국 3,505명
(해외 1,190, 국내 2,315)

1:1미팅 658건
기업전시 521부스
(418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유발효과 

887억

9차 
대회

10.10.19(화)
~10.21(목)

대구 
엑스코(EXCO)

43개국 3,275명
(해외 975, 국내 2,300)

1:1미팅 218건
기업전시 452부스
(256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유발효과 

1,716억

10차 
대회

11.11.2(수)
∼11.4(금) 부산 BEXCO 40개국 4,010명

(해외 1,002, 국내 3,008)

1:1미팅 620건, 
기업전시 598부스
(260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지역․업종별 

한상네트워크 확산

11차 
대회

12.10.16(화)
~10.18(목) 서울 COEX 47개국 3,222명

(해외 965, 국내 2,257)

1:1미팅 416건, 
기업전시 392부스
(167백만불 상담)

업종별 한상네트워크 및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강화

12차 
대회

13.10.29(화)
~10.31(목)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5개국 4,318명
(해외 924명, 국내 3,394)

상담건수 5,221건
기업전시 463부스
(5억17백만불 상담)

국내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YBLN 활동 구체화

13차
대회

14.9.24(수)
~9.26(금)

부산대BEXCO   
 제 2전시장

42개국 3,712명
(해외773, 국내2,939)

상담건수 4,538건
기업전시 502부스
(120백만불 상담)

지역별 업종별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강화

14차
대회

15.10.13(화)
~10.15(목)

경북․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

44개국 3.799명
(해외812, 국내2,987)

상담건수 4,878건
기업전시 260부스
(112백만불 상담)

지역별 산업별 세션 강화
/한상기업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시행

15차
대회

16.9.27(화)
~9.29(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56개국 3,542명
(해외984, 국내2,558)

상담건수 6,995건
기업전시 259부스
(118백만불 상담)

국가별·업종별 네트워크
고도화 및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확대시행

16차
대회

17.10.25(수)
~10.27(금)

경남·창원
창원컨벤션센터

59개국 4,924명
(해외 817, 국내4,107) 

상담건수 10,513건
기업전시 350부스
(188백만불 상담)

국가별·업종별 네트워크
고도화 및 한상&청년
Gotogether 내실화

17차
대회

18.10.23(화)
~10.25(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62개국 5,070명
(해외 880, 국내4,190) 

상담건수 16,033건
기업전시 464부스
(213백만불 상담)

한상의 정체성 강화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내실화

18차
대회

19.10.22(화)
~10.24(목)

여수
세계박람회장

53개국 4,482명
(해외 790, 국내3,692) 

상담건수 12,341건
기업전시 311부스
(197백만불 상담)

한상대회 외연 및 
한상참여 프로그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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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한상대회 추진 경위

98년 02월 김대중 前대통령 취임 기념「국내외 동포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코
리안 경제네트워크” 구축 결의

98년 10월 「해외한민족 경제공동체 대회」개최

이후, 2001년까지 매년 공동(재단, KOTRA, 해외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
공인총연합회) 개최 (’98.10 서울, ’99.10 시카고, ’00.10 서울, ’01.11 L.A.)

98년 08월 외국인투자촉진법 발표

01년 10월 김대중 前대통령, 시정연설(국회)에서 ‘한민족네트워크’의지표명

02년 01월 재외동포재단 경제부 신설, 한상네트워크 사업 본격 착수

02년 10월 ‘한상네트워크 구축’ 발표 및 「제1차 세계한상대회」개최 (서울, 롯데호텔)

03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규정 제정
참여정부 출범 시 ‘한상네트워크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 

03년 10월 제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서울, COEX)

04년 10월 제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제주, ICC)
※ 3차대회 부터 지자체와 공동주관, 지방경제활성화 효과

05년 09월 제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경기, KINTEX), 국무총리

05년 12월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한상대회 활성화방안 모색
 - ‘모국-재외동포간 호혜적 관계발전’ 도모

06년 07년 제5차,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부산, BEXCO, 10월)

08년 08월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책조정․통합 기능 제고“, 기존 재외
동포네트워크 재검토, 내실화 방안 마련

08년 10월 제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제주, ICC)

09년 10월 제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인천, 송도컨벤시아)

10년 10월 제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대구, EXCO)

11년 11월 제10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부산, BEXCO)

12년 10월 제11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서울, COEX)

13년 10월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4년 09월 제13차 세계한상대회 개최(부산, BEXCO)

15년 10월 제14차 세계한상대회 개최(경북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6년 09월 제15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제주, ICC)

17년 10월 제1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창원, CECO)

18년 10월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인천, 송도컨벤시아)

19년 10월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

20년 10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예정(부산, BEXCO)

붙임 : 한상네트워크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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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한상(韓商)네트워크 사업”개요

▣ 재외동포와‘한상(韓商)’

❍ 전세계 180개국 749만 재외동포 거주(2019년 외교부 조사결과 기준)

- 북미 2,788,732명, 유럽 687,059명, 동북아시아 3,286,363명, 남아시아태평양 

592,441명, 중남미 103,617명, 중동 24,498명, 아프리카 10,877명

❍ 외국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재외동포를 ‘한상’으로 호칭

- 한민족 혈통(국적불문)

- 무역, 외식업, IT, 변호사, 의사 등 전 분야의 경제활동 종사자

- 글로벌 기업의 요직에서 활동하는 경영인들도 한상에 포함

❍ 대표적인 한상(한상대회 참가)

- 오세영(라오스 코라오), 한창우(일본 마루한), 홍명기(미국 듀라코트), 고석

화(미국 Bank of Hope), 박종범(오스트리아 영산그룹), 송창근(인도네시아 

KMK), 표성룡(중국 요녕신성실업유한공사) 등

-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인물들로, 한상대회 참가를 계기로 국내 언

론 등을 통해 소개되기 시작

❍ 재외동포사회는 경제 관련 단체 등을 자발적으로 조직․운영

- 세계한인무역협회, 한인상공회의소,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 국제한인식품주류

상총연합회, 중국한국상회, 조선족기업가협회 등의 동포경제단체 활동

- 한상대회 개최 이후 지역별 한상연합회(아시아, 중남미, 아중동)가 결성

▣ 한상네트워크 사업

❍ 재외동포기업인 상호간,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연결하여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목적이며, ‘세계한

상대회’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오프라인 행사임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인원은 자율적 참여와 상호 교류와 협력

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며, 우리 재단은 교류, 정보 취득, 커뮤니케이션을 

상시 지원하는 온라인 한상넷(www.hansang.net)을 운영하고 있음

❍ 한상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활성화를 지원함  

※ 단체별/개인별로 참여가 자유로우며, 회원으로서의 구속성이 없음

❍ 동포기업인과 국내 기입인은 정보 취득과 인적교류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

너 확보 및 시장을 확대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