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물류 선도! 한국국제물류협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수신자   각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제  목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운송 및 물류 사업 세미나 개최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로부터 국내기업의 슬로베니아 진

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 및 슬로베니아 물류 기업과의 B2B Meeting 

개최에 대한 안내요청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장소 : `19. 11. 12(화) 10:30~14:30 

                 서울 그랜드 하얏트 산수 컨퍼런스 홀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 322)

 
나. 참 가 자 : 국내 물류기업 임직원

 
다. 주요내용 : 슬로베니아 진출 및 Koper 항구 소개,  슬로베니아 물류 

기업과의 B2B Meeting 기회 제공 

라. 참가신청 : 붙임 양식을 작성하셔서 11월 6일(수)까지 협회 (Email: 

kiffa@kiffa.or.kr,Fax:07-733-0700)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붙  임 : 1.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세미나 개최 계획서 및 참가 신청서 1부.

         2. 슬로베니아 기업 B2B Meeting 희망 여부 조사 1부.  

         3. 슬로베니아 B2B Meeting 참가 기업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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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세미나 개최 계획서>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 운송 및 물류 사업 세미나 참가 신청>

회  사  명
참 석 자 연락처

(핸드폰) 세미나 B2B Meeting직 위 성  명

※세미나 및 B2B Meeting 참석란에 표시(∨) 작성 후 11월 6일(수)까지 협회 (Email: 

kiffa@kiffa.or.kr,Fax:07-733-0700)로 제출하시기 바람.

구분 시간 내용

환영인사 10:30~10:45
(15분)

KIFFA 한국국제물류협회 환영사
슬로베니아 운송 및 물류 대표단 회장 환영사 

(Mr. Ales Cantarutti 슬로베니아 경제개발부 장관)
주 일본 슬로베니아 대사 환영사 

(Ms. Ana Polak Petrič, PhD Embassy of Republic of Slovenia in 

Tokyo)

발표

10;45~11:00
(15분)

슬로베니아 Koper 항구의 소개 

(중앙 및 동유럽으로 가는 관문)
11;00~11:10

(10분)
슬로베니아 항만물류사업자조합 소개

(Slovenian Association of Port Logistics Providers) 
11:10~11:20

(10분)
슬로베니아 선박 및 화물 운송업자 협회 소개

11:20~11:30
(10분)

한국 회사들이 Koper 항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사업 사례

11:30~11:40
(10분)

UNIーPASS System 소개

11:40~11:50
(10분)

KOTRA 발표; 물류 기업들을 위한 사업 활동

소개 11:50~12:00
(10분)

슬로베니아 대표단 소개

점심 식사 12:00~13:00 
(60분)

전 참가자

B2B 
Meeting

13:00~14:30 
(90분) B2B Meeting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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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 기업 B2B Meeting 희망 여부>

순번 업체명 관심분야
B2B Meeting 

희망여부 표시(∨)

1 Adria Kombi Supply Chain via port of Koper or 
Northern Ports

2 BLUEMARINE Ltd. International trade/shipping of goods, 
chartering vessels.

3 Europacific Logistic solution, shortest TT via 
Adriatic to CEE.

4 FERSPED 

5 Luka Koper 
Overseas export/import from/to Korea 
Via Koper Port as a gate to/from 
Europe.

6 Prigo
Exchanging ideas of creating common 
platforms for integral logistics services 
aiming at creating new opportunities 
within the broader region.

7 TPG Logistics 
Forwarding services which our 
company can offer on all indicating 
markets where we are pres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