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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World-OKTA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16개국에서 모인 101명의 재외 

동포 무역인들은 모국투자, 동포무역인 육성, 모국과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등 모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교포무역인연합회를 구성하였고 매년 

모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World-OKTA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World-OKTA는‘대한민국 수출증진을 통해 모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이념 아래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으면서 74개국 146개 

지회를 가진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World-OKTA는 글로벌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선도하기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 입니다.

In April, 1981, 101 overseas Korea businessmen, who gathered from 16 

nations to participate in the Seoul International Trade Show, formed the 

World Overseas Traders Association in order to make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investing in Korea, nurturing Korean 

traders and vitalizing trade with Korea. They agreed to host a general 

assembly in Korea evey year, which was the origin to World-OKTA.

World-OKTA, which was established under the founding principle to 

make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facilitating 

export of Korea, now celebrates the 38th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this year. It has grown into the biggest economic group of overseas 

Koreans having 146 chapters in 74 nations. World-OKTA will make 

further forward to lead the global Korean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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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에 기여하고, 범세계적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1981년에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창립 당시에는 16개국 101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지난 38년간 많은 한인 경제인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9년 현재, 74

개국 146개 지회에 7,000여명의 정회원과 21,000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동포 최대 중심 경제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월드옥타는 80년대에 모국상품구매단을 구성하여 모국상품 수입에 앞장 섰고, 90년대 후반에는 모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섰으며, 2000년대에는 미주 한인경제인 중심으로 한미 FTA 비준 촉진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월드옥타는 모국의 경제발전, 경제영토 확장을 위하여 앞장서 왔으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누구보다 큰 기여를 해왔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8년간의 자랑스러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월드옥타가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자랑스러운 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2019년부터‘함께하는 OKTA’,‘힘 있는 OKTA’,‘자랑스런 OKTA’라는 슬로건 하에 

전 회원이 세계 각지에서 모국 경제성장의 첨병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월드옥타는 해외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친구맺기 사업,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글로벌기술사업화 마케팅사업, 해외지사화사업, 글로벌마케터사업 등을 통하여 모국 중소·중견 기업들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문화유산 회복운동’과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는‘홈커밍 프로그램’등을 기획함으로써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남북평화분위기에 따라 대북 비즈니스 협력에 OKTA가 기여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차세대 무역스쿨’의 활성화를 통해 차세대 미래 경제인 양성에 힘쓰는 한편 모국 청년들의 해외취업 및 창업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대학에‘OKTA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300 청년 해외취업’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옥타는 성장의 급물살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최대의 경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월드옥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더 많은 해외 한인 경제인들이 월드옥타에 참여토록 하여 모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드옥타를 통해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내일을 만들어 가십시오.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들과 청년들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그 길에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중심 경제단체인 월드옥타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The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commonly known as World-OKTA, was established by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in 1981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ir homeland’s 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and establish a 

global economic community of the Korean people.

Started with 101 members in 16 nations, the federation has grown with concerted efforts of Korean entrepreneurs in the past 

38 years. In 2019, World-OKTA is the biggest economic community of overseas Koreans, serving 7,000 regular members and 

21,000 future generation members in 146 chapters in 74 nations.

In the 1980s, World-OKTA took the lead in importing Korean products by organizing delegations of homemade product buyers. 

It also took the initiative in helping Korea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In the 2000s, the federation, inter alia, 

Korean entrepreneurs in Americas served as a sidekick for facilitat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USA free trade agreement. 

The World-OKTA members are proud of themselves playing leading roles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ssisting the nation 

in further widening its economic territory, and rendering significant services to improving the nation’s reputation.      

Armed with its 38-year-long experience, now World-OKTA is revamping itself to connect Korean entrepreneurs with each 

other wherever they are, thereby creating powerful synergies. In 2019, the federation proclaimed a new slogan,“Together 

with OKTA, Powerful OKTA, Proudful OKTA,”under which all members are exerting their utmost efforts to underpin their 

homeland’s economic growth across the world.   

As part of such endeavors, World-OKTA is committed to help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build footsteps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These include the Export Partnership Support Program that takes advantage of the 

federation’s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network, the Export Sprout Company Support Program, the Glob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operation Center Program, the Overseas Branch Program, and the Global Marketer Program.

In addition, it also organizes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campaigns and homecoming 

programs designed to ensure mutual prosperity with municipalities, thereby creating 

shared values for the whole community. It is also preparing itself for future busines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n response to the recent signs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urthermore, World-OKTA is committed to nurturing next-generation entrepreneurs 

by promoting its Next Generation Global Start-up & Trade School Program and 

helping young people in Korea find employment or start their own business overseas. 

To do so, the federation is pursuing opening OKTA programs in major universities. It 

also has set an ambitious goal to find overseas employment for 300 youths every year 

and is exerting itself to make it happen.

World-OKTA is rushing forward riding on a powerful current for growth. As the 

biggest network of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World-OKTA will never settle 

in where it stands. Attracting talented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it 

will spare no efforts to help Korean companies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Plan a bigger future in a bigger market accessible through 

World-OKTA.

As a major economic community of overseas Koreans, 

World-OKTA is here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young people in Korea, helping them shine 

on the global stage.

Thank you.

세계한인무역협회 20대 회장   하 용 화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

20th Chairman  Yong Hw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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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16대 집행부 출범 (~2012.10.31)
16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11.04.18 World-OKTA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서울)
World-OKTA‘s 30th Anniversary Ceremony held (Seoul)

2011.04.20 세계한인무역협회 (World-OKTA) 단체명 변경
Organization’s name changed to World-OKTA

2011.07.01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실시
Global Start-up Assistance Program provided

2012.01.01 해외 한인기업 해외인턴사업 실시
Overseas Korean Business Internship Program launched

2012.11.01 17대 집행부 출범 (~2014.10.31)
17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14.01.01 해외 한인 글로벌 마케팅사업 실시
Overseas Korean Global Marketing Service launched

2014.11.01 18대 집행부 출범 (~2016.4.30)
18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15.05.28 지역특화상품 글로벌 명품화 업무 협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 9개 기관)
MOU signed to support regional specialty products into global products (with KOTRA and other 9 organizations) 

2016.04.21 World-OKTA 창립 35주년 기념행사 (울산광역시)
World-OKTA‘s 35th Anniversary Ceremony held (Ulsan)

2016.04.22
지역기업 수출 친구맺기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Local Korean Company Export Partnership MOU signed
(Korean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orea Techno Park Association)

2016.07.01 수출친구맺기 사업 실시
Export Partnership Program launched

2016.09.01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실시
Export Sprout Company Support Program launched 

2016.09.28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활용 공동사업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MOU signed to develop and operate joint programs to utilize Korean people economic network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7.02.24
중소,벤처기업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3개 기관)
Joint Collaboration MOU signed to vitaliz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owned by SMEs and 
venture companies (Korean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nd other 3 organizations)

2017.03.16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상호협력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수산무역협회 외 1개 기관)
MOU signed to vitalize collaboration for Export Meetings with invited overseas buyers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and 1 organization) 

2017.04.27 글로벌 마케터 발대식
Kick-off Ceremony of Global Marketer Program 

2017.04.28 중소기업융합중앙회, World-OKTA 업무제휴
Partnership forged between SME Convergence Federation and World-OKTA

2017.05.01 19대 집행부 출범 (~2018.10.31)
19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17.05.01 해외지사화사업 실시
Overseas Branch Program launched

2017.06.01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력센터 사업 실시
Glob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llaboration Center launched

2017.09.08 차세대 창업기금 운영 위원회 구성
Executive Committee formed for Next Generation Start-up Fund

2017.10.30 한국지역대학연합(8개대학) 청년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MOU signed for youth job creation with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 (8 universities)

2018.04.06 제주 청년인력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제주특별자치도)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overseas advancement of youths in Jeju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8.06.01 글로벌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시
Global Overseas Employment Support Program

2018.09.10
월드옥타 차세대 라이징스타 선발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글로벌벤처창업컨설팅)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support World-OKTA Next Generation Rising Star Businesses 
(global venture startup consulting)

1990.12.15
서울 KOTRA로 본부 이전
HQ moved to KOTRA, Seoul

1992.09.29
7대 집행부 출범 (~1994.10.01)
7th Executive Branch launched

1994.01.13
상공자원부 (현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허가 (허가번호 제94-1호)
Register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Current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Permit No. 94-1)

1994.10.01
해외한인무역협회 (OKTA)로 단체명 변경
Changed the name of organization to Overseas Korean Trade Association

1994.10.02
8대 집행부 출범 (~1996.11.14)
8th Executive Branch launched 

1996.11.12
            ~11.16

제1회 KOREAN NETWORK 대회 출범
1st Korean Network Convention hosted in New York, USA

1996.11.15
9대 집행부 출범 (~1998.10.30)
9th Executive Branch launched

1998.10.31
10대 집행부 출범 (~2000.10.31)
10th Executive Branch launched

1999.04.14
            ~04.16

제1회 한민족경제공동체 해외지도자 연수 개최
1st Overseas Korean Economic Network Convention held in Chicago, USA 

7대~10대

1990S

2000.10.31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 (World-OKTA)로 단체명 변경
Organization’s name changed to World-OKTA 

2000.11.01
11대 집행부 출범 (~2002.10.31)
11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02.10.08
제1회 국회 재외동포경제정책연구회 추계 세미나 (매년 2회, 춘계·추계 개최)
1st Autumn Seminar of National Assembly Trade and Economy Forum for Overseas Koreans
(Twice per year, in spring and autumn)

2002.11.01
12대 집행부 출범 (~2004.10.31)
12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03.07.21
            ~07.26

제1회 재외동포 모국방문 차세대무역스쿨
1st Overseas Korean Next Generation Trade School hosted in Korea

2004.10.21
            ~10.25

World-OKTA 평양무역상담회 개최 (북한 평양)
World-OKTA Pyeongyang Trade Fair held (Pyeongyang, North Korea)

2004.11.02
13대 집행부 출범 (~2006.10.31)
13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05.07.08
            ~07.10

World-OKTA 국제통상전략연구소 발족
World-OKTA International Commerce Trade R&D Center established

2006.05.01
World-OKTA 창립 25주년 기념식 (서울)
World-OKTA‘s 25th Anniversary Ceremony held (Seoul)

2006.11.01
14대 집행부 출범 (~2008.10.31)
14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07.01.01
            ~06.30

해외한인 청년인력 시장개척요원양성사업
Overseas Korean Youth for Export Market Development Program provided

2008.11.01
15대 집행부 출범 (~2010.10.31)
15th Executive Branch launched

11대~15대

2000S

2018.11.01 20대 집행부 출범 (~2020.10.31)
20th Executive Branch launched

2018.11.15 World-OKTA New Vision 선포식
Proclaimed World-OKTA New Vision

2019.01.29
            ~02.01

20대 임원 워크숍
Workshop for the 20th executives

2019.03.04 대륙별 지회장 회의 실시
World-OKTA leaders conference

2019.04.22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한국무역협회)
MOU signed for Business agreement for global economic partnership (with KITA)

20대

2010S

1981.04.01
            ~04.03

제1회 해외교포무역인 회의 개최 (서울 COEX)
1st Conference held by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COEX, Seoul)

1981.04.02
해외교포무역인연합회 (OKTA) 창립 및 1대 집행부 출범 (~1982.9.22)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 established and the 1st Executive Branch launched

1982.09.23
2~6대 집행부 출범 (~1992.9.28)
2nd – 6th Executive Branches launched

1대~6대

1980S
16대~19대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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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경제인대회
World-OKTA Convention

사업목적

참가대상

•참가규모 : 총 1,200여명

(OKTA) 전 회원 및 차세대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및 구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 지자체 (2년 중 1회)

•사업기간 : 매년 10월 중, 3박 4일 개최

•개	최	지 : 국내 개최 (짝수년도) 및 해외 개최 (홀수년도)

사업개요

NO 개최기간 개최지역

1차 1996.11.12 ~ 11.16 서울특별시

2차 1997.10.09 ~ 10.11 미국 뉴욕

3차 1998.10.27 ~ 10.31 서울특별시

4차 1999.10.08 ~ 10.12 미국 시카고

5차 2000.10.29 ~ 11.01 서울특별시

6차 2001.11.09 ~ 11.11 미국 LA

7차 2002.10.07 ~ 10.10 서울특별시

8차 2003.09.05 ~ 09.07 캐나다 토론토

9차 2004.10.29 ~ 10.30 제주특별자치도

10차 2005.09.07 ~ 09.11 멕시코 멕시코시티

11차 2006.11.03 ~ 11.04 부산광역시

12차 2007.10.25 ~ 10.29 호주 시드니

13차 2008.10.24 ~ 10.27 경상북도 창원시

14차 2009.10.21 ~ 10.24 서울특별시

15차 2010.10.25 ~ 10.28 경기도 수원시

16차 2011.10.20 ~ 10.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7차 2012.10.12 ~ 10.15 경상북도 경주시

18차 2013.10.23 ~ 10.26 인도네시아 발리

19차 2014.09.29 ~ 10.02 전라남도 여수시

20차 2015.10.18 ~ 10.21 싱가포르

21차 2016.10.04 ~ 10.07 강원도 

22차 2017.10.30 ~ 11.02 서울시

23차 2018.10.29 ~ 11.01 창원시

역대 개최 현황

•전 세계 해외한인 경제인 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증진,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활용방안 모색 

•해외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차세대와 국내청년 CEO들과의 교류를 통한 글로벌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To strengthen the network and enhance collaboration among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round the world, to explore how to utilize
   the Korean economic network  
•To support Korean companies to advance into global market through the overseas Korean businessmen network 
•To support global job creation through the network between the next gene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young CEOs in Korea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	
교류의	장

•해외한인의 정체성 정립 및 정서적 자긍심 고양
• 해외한인간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한 화합과 유기적 
협력체계 도모

• 해외한인경제인의 미래가치 창출 
• 시니어 회원과 차세대 간의 정보교류와 협력 등 
상생방안 모색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활용

• 국내기업의 해외현지 초청으로 현지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현지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멘토링 지원으로 
현지 취업자들의 직종·직무별 정보공유 기회 마련

차세대
경제리더의	발굴

• 차세대 창업발표회를 통한 실전 창업 투자기업 선정 
및 실질적 투자 지원

재외동포	권익신장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등 정보 제공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World-OKTA Leaders Convention and Business Plaza

•해외 지회별 대표자 역량강화 및 주요 정보제공, 지회 활성화 방안 모색 

•해외 한인 경제인과 국내 지자체간의 투자 및 관광 유치 기회 마련 

•해외 한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의 수출판로 개척 및 인적 네트워크 제공

•To enhance capabilities of leaders per overseas chapter, provide major information, and explore how to vitalize the individual chapters 

•To identify opportunities to attract investment and tourists between overseas Korean businessmen and Korean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routes for export in the global market and provide the network between overseas Korean buyers and SMEs in Korea

사업목적

참가대상

•참가규모 : 총 800여명

(OKTA) 상임이사, 지회장, 지회임원, 차세대 임원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및 구직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주최기관 :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 지자체 (공동주최)

•사업기간 : 매년 4월 중, 3박 4일 개최

•개	최	지 : 국내 (공동주최 지자체 지역)

사업개요

NO 개최기간 개최지역

1차 1999.04.14 ~ 04.16 강원도

2차 2000.04.26 ~ 04.29 경상북도

3차 2001.04.27 ~ 04.30 강원도

4차 2002.05.17 ~ 05.21 경기도

5차 2003.05.26 ~ 05.28 경기도

6차 2004.04.19 ~ 04.22 전라남도

7차 2005.04.27 ~ 04.30 대전광역시

8차 2006.05.01 ~ 05.04 대구광역시

9차 2007.04.20 ~ 04.24 경기도

10차 2008.04.15 ~ 04.18 경기도

11차 2009.04.27 ~ 04.30 광주광역시

12차 2010.04.13 ~ 04.16 대전광역시

13차 2011.04.19 ~ 04.22 경상남도

14차 2012.04.05 ~ 04.28 강원도

15차 2013.04.16 ~ 04.19 전라북도

16차 2014.04.22 ~ 04.25 제주특별자치도

17차 2015.04.21 ~ 04.24 경상북도

18차 2016.04.22 ~ 04.25 울산광역시

19차 2017.04.26 ~ 04.29 경기도 고양시

20차 2018.04.06 ~ 04.09 제주특별자치도

21차 2019.04.23 ~ 04.26 강원도

역대 개최 현황

사업내용

구분 세부내용

해외한인
네트워크의
확대·발전

• 지역 대표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회 운영 및 관리의 질적 
고도화 실현 

•지역별 한인경제인간의 상호 자율 협력 인프라 구축

모국기업의	
해외진출지원,	
청년구직자	
해외취업지원,	
투자유치
기회	제공

• 해외 각 지역의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의 맞춤형 
상담으로 진출희망 지역의 정보 제공 및 수출지원

• 국내외 대표자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수요자 맞춤형 인재발굴로 해외취업 연계, 글로벌 인재 
육성 및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투자유치 및 문화·관광 등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해 
지역 밀착형 홍보 지원

• 국내외 차세대 경제인간의 네트워크 교류 지원

협회	미래	
발전상	모색

•협회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표자간에 대안을 모색
• 협회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지회별 기능과 역할을 모색
•해외한인 경제인의 네트워크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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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인대회
Regional Conference

•대륙별 지역회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 회원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지역별 주요 교역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 진입에 필요한 활용방안을 모색, 현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업 추진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전시지원, 상담회 개최 

• To vitalize business network among members through consolid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regional members per continent 

• To share trade information per region, explore ways to advance into the local market, develop the network with local organizations and 

pursue joint collaboration 

• To support Korean SMEs to advance into the overseas market and provide assistance for exhibitions and business meetings at local markets 

사업목적

•개최지역 : 2~3개 지역 선정

•참가인원 : 각 개최지별 150명 이상 (지역에 따라 상이)

•예산편성 : 지회 자체부담금 + 지원금 (매칭펀드)

•개최시기 : 신청지역 희망 시기

•선정기준

- 신청 지회의 개최 타당성

-  지역활성화에 필요한 전략적 지역 검토 및 개최 효과

- 대회 예산 계획의 합리성 등

사업개요

구분 내용

네트워크	
활성화

대륙별 지회간의 화합 및 정보교류 제공, 지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인 경제인간의 화합의 
장 마련

경제·산업
정보제공

개최지역 정보제공을 통한 비즈니스 정보 확대 및 기회 
부여

우수상품	
전시지원

국내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통한 제품 및 사업 
홍보 활동 추진

대륙별	지회임원	
워크샵

대륙별 지회간 활성화와 지회 발전 방향 및 방안모색

주요프로그램

사업내용

NO 개최기간 개최지역

1 2007.02.03 ~ 2007.02.0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 2007.05.15 ~ 2007.05.16 미국 뉴욕

3 2007.08.14 독일 함부르크

4 2007.08.27 ~ 2007.08.30 중국 연길

5 2007.08.28 중국 연길

6 2008.01.29 ~ 2008.01.31 미국 LA

7 2008.03.28 ~ 2008.03.29 일본 후쿠오카

8 2008.04.08 ~ 2008.04.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9 2008.05.14 ~ 2008.05.15 미국 뉴욕

10 2008.06.04 ~ 2008.06.06 중국 이우

11 2008.06.11 ~ 2008.06.1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2 2008.08.25 ~ 2008.08.26 미국 뉴욕

13 2009.02.27 ~ 2009.03.0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4 2009.07.02 ~ 2009.07.04 영국 런던

15 2009.09.24 ~ 2009.09.26 미국 LA

16 2010.03.05 ~ 2010.03.07 호주 멜버른

17 2010.03.08 ~ 2010.03.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8 2010.04.18 ~ 2010.04.20 일본 도쿄

19 2010.07.01 ~ 2010.07.03 그리스 아테네

20 2010.08.20 ~ 2010.08.22 미국 애틀란타

21 2010.10.13 ~ 2010.10.15 중국 상해

22 2011.03.03 ~ 2011.03.05 호주 시드니

23 2011.07.15 ~ 2011.07.1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4 2012.06.15 ~ 2012.06.17 중국 천진

25 2012.07.12 ~ 2012.07.15 브라질 이과수

26 2013.10.18 ~ 2013.10.20 호주 시드니

27 2013.11.22 ~ 2013.11.24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8 2014.07.10 ~ 2014.07.12 미국 뉴저지

29 2014.09.19 ~ 2014.09.21 중국 대련

30 2015.09.18 ~ 2015.09.20 미국 뉴욕

31 2015.11.12 ~ 2015.11.14 프랑스 파리

32 2016.07.06 ~ 2016.07.08 미국 LA

33 2016.09.23 ~ 2016.09.25 중국 연태

34 2017.02.18 ~ 2017.02.20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35 2017.07.07 ~ 2017.07.09 미국 워싱턴

36 2018.06.24 ~ 2018.06.26 이집트 카이로

37 2018.07.16 ~ 2018.07.18 헝가리 부다페스트

38 2018.10.17 ~ 2018.10.20 중국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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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해외현지교육
Overseas Training of Next Generation Global Start-up & Trade School 

•해외현지	차세대	경제전문가	육성

현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을 발굴, 양성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

•해외	차세대	경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 차세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 자산으로 활용

•Foster next generation experts of local economy 
Identify and foster next generation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specializing in local economies, helpi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Korea develop overseas markets and export.

•Establish next generation economic networks overseas
Establish networks of next generation overseas Koreans to sharpen the competitive edge of the Korean people’s economic network as 
a future asset.

사업목적

참가대상

구분 내용

참가자격
• 만39세 이하(1980년 이후 출생자)의 한국 상품 수출에 
관심 있는 재외동포 청년 경제인

제외대상
• 국내 지상사 주재원, 현지 대학생 및 유학생
•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1년 이하 단기 체류자
• 불법체류 및 범법자 등의 체류 부적격자

•개최기간 : 매년 6월 ~ 9월 사이, 개최지별 2박3일 또는 3박4일

•개최장소 : 대륙별 통합개최 선정지역

- 유치 신청 및 접수를 통해 심의 후 통합 개최지 선정

-  지역, 언어적 특성이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그 외 지역은 자체 

비용으로 개최

사업개요

구분 내용

공통교육
• World-OKTA Identity
• 한민족 정체성
• 참가자 지역별 네트워킹

개최지별
특화교육

•창업·마케팅 교육
• 현지 전문가 초청 강연
• World-OKTA 회원 및 차세대 선배들과의 비즈니스 
멘토링

사업내용

개최일자 개최지역

2003.9.22. ~ 9.24 미국 뉴욕

2004.7월 ~ 8월 L.A / 시카고 / 호주

2005.8월 세계 20개 도시

2006.7월 ~ 10월 세계 24개 도시

2007.7월 ~ 9월 세계 25개 도시

2008.6월 ~ 8월 세계 25개 도시

2009.4월 ~ 9월 세계 25개 도시

2010.6월 ~ 8월 세계 25개 도시

2011.6월 ~ 8월 세계 29개 도시

2012.6월 ~ 8월 세계 26개 도시

2013.5월 ~ 8월 세계 31개 도시

2014.3월 ~ 8월 세계 39개 도시

2015.6월 ~ 9월 통합 7개, 단독 16개

2016.6월 ~ 9월 통합 13개, 단독 7개

2017.6월 ~ 9월 통합 14개, 단독 8개

2018.6월 ~ 10월 통합 13개, 개별 4개

역대 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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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Next Generation Leaders Conference

차세대 글로벌 창업지원
Next Generation Global Start-Up Support

•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창업 지원

•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및 컨설팅의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병행

사업개요

• 협회내 투자설명회 라이징스타를 통한 창업기금 일부 지원

• 멘토링, 선발기업 외부 투지기관 소개 등 창업 및 후속 성장을 위한 

지속적 지원

사업내용

대륙별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각 지회별 차세대 활동 현황 공유

•각 지역별 차세대 교류 및 활성화 방안 논의

•각 지역별 차세대 비즈니스 정보 교류

사업내용

•개최기간	: 4월~11월 중

•개최장소 : 대륙별 7~8곳(차세대위원회 부위원장 주관)

•개최방식 :  대륙별 2년마다(짝수년) 격년으로 개최(1박2일 또는 2박3일)

참가대상

• 지회에서 활동중인 차세대 경제인

• 차세대위원회 및 각 지회 차세대위원회 임원

사업개요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

•개최기간	:	4월 (홀수년)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개최규모 : 국내외 200여명

•개최방식 :  2년(홀수년) 격년으로 통합개최 실시, 

차세대 네트워크와 성과 점검

참가대상

• 차세대 교육 이수 후 지회에서 활동중인 우수 차세대 회원

• 차세대 교육 이수 후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지회 활동 

  우수 차세대

• WORLD-OKTA 차세대위원회 및 각 지회 차세대위원회 임원

사업개요

사업내용

컨퍼런스
각 대륙별 차세대 조직 활동현황 및 활동내역 공유, 
우수사례 전파, 활성화 방안 논의

멘토링
국내 성공 청년 CEO, 차세대 출신 성공 CEO, 
명사 등의 초청 강연

네트워크 교류
차세대 리더들의 화합 및 비즈니스 정보교류, 국내외 
청년 기업인들간의 만남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스쿨 모국방문교육
Training in Korea of Next Generation Global Start-up & Trade School

•한민족	글로벌	경제리더	육성

재외동포 차세대 기업인 중 우수 차세대를 선발, 국내에서 다양한 전문 교육을 통해 차세대 경제리더로 양성

•국내기업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활동할 핵심 인재 양성

•Foster global economic leaders for Korean people 
Select outstanding next generations among next generation overseas Korean entrepreneurs and offer them a range of professional 
training in Korea, thereby fostering them as next generation leaders. 

•Foster professionals to support Korean businesses’ export
Upon finishing the training, use the federation’s global network to enable them to serve as footstep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to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사업목적

개최일자 개최지역

2003.7.21. ~ 7.26 서울특별시/경주시

2004.7.19. ~ 7.24 서울특별시

2005.7.17. ~ 7.24 서울특별시

2006.7.24. ~ 7.29 서울특별시

2007.7.23. ~ 7.22 경기도 포천시

2008.7.14. ~ 7.22 서울특별시/포천시

2009.7.7. ~ 7.13 충남 공주시

2010.7.9. ~ 7.15 전북 전주시

2011.7.5. ~ 7.11 부산광역시

2012.7.4. ~ 7.11 경북 경주시

2013.7.4. ~ 7.10 경기도 여주

2014.7.4. ~ 7.10 경기도 여주

2015.10.24. ~ 10.30 경기도 성남시

2016.7.22. ~ 7.28 경기도 수원시/고양시

2017.10.25. ~ 10.31 경기도 고양시

2018.10.22. ~ 10.29 경기도 고양시/경남 창원시

역대 개최 현황

참가대상

구분 참가자격

해외

• 만39세이하(1980년이후 출생자)의 재외동포 청년 경제인
• 차세대 무역스쿨을 수료한 지회 우수 차세대 회원 중 
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청년기업인, 2세 경영인, 
예비 창업자 등

• 한국 상품 무역에 관심이 많고, 해외수출 판로를 개척 할 
수 있는 동포 경제인

국내 •국내기반 청년 기업인, 해외 창업에 관심 있는 국내 청년

•개최기간 :  매년 9월 ~ 10월 (7박8일)  

* 일정은 변경 가능

•개최장소 : 경기도 고양시

•참	가	자 : 130여명 (해외참가자 100여명, 국내참가자 30여명)

사업개요

구분 내용

공통
교육

기본	
교육

• World-OKTA Identity
• 한국과 세계 경제
• 참가자 글로벌 네트워킹

테마별
교육

• 인문, 사회, 철학, 역사, 리더십 등 각 분야별 명사 
초청 강연

멘토링	
프로그램

• World-OKTA 회원 및 차세대 선배들과 비즈니스 
멘토링

역사·문화	
탐방

• 역사유적지 탐방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확립

과정별
전문
교육

창업과정
• 해외진출 희망기업, 해외창업 예정기업 아이템 
활용 프로그램 운영

마케팅
과정

•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참가 중소기업 및 우수 참가자 협회 수출지원 사업 
참여 유도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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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화사업
Overseas Branch Program

• 협회 지회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

• 사업기간 : 2월 ~ 차년도 1월

* 계속사업으로 모집차수 및 서비스단계 별로 사업수행기간(6개월/1년) 상이

•	지원대상 :  국내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000여개사

사업개요

현지	시장성을	테스트하여	수출기업화를	돕는	[진입단계]

진입단계	주요지원	내용 지원기간 업체부담금

[기초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교류(현지유대감 형성), 기초홍보자료 현지화, 시장성 테스트

6개월 50만원

수출	실거래	발생	및	현지	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발전단계]

발전단계	주요지원	내용 지원기간 업체부담금

[마케팅	및	수출지원]
수출성약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 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기존 거래선 관리, 
현지 유통망 입점, 인허가 취득 지원, 브랜드 홍보, 프로젝트 참가, IP등록, 현지법인 설립지원

12개월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 해외지역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19년도부터 발전단계 참가비 일부 인상 예정

현지	진출을	본격화	하여	수출	규모를	늘려가는	[확장단계]

확장단계	주요지원	내용 지원기간 업체부담금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진출, 
인큐베이팅 서비스,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법률자문

12개월

 700만원

 875만원

1,050만원

사업내용

모집일정 및 단계

공고 진입 발전 확장

1차( 2월 예정) 모집 모집 모집

2차( 4월 예정) 모집 - -

3차( 6월 예정) 모집 - -

4차( 8월 예정) 모집 모집 모집

5차(10월 예정) 모집 - -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접수

지역·단계·
기관 선택
및 신청

통보·참가비 
납부

선정결과 통보 
및 

참가비 납부

선정완료

선정위원회
개최

서비스 개시

협약내용에 
따른 마케팅 
활동 전개

사업진행 절차

• www.exportvoucher.com (한글, www.수출바우처.com)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 해외지사화사업 ▶ 온라인 신청

•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별로 최대 10개 지역 참여가능

• 지원품목 :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관 부서 대표전화 대표메일

(사)세계한인무역협회 지사화사업팀 02-571-5374 info@okta.net

관련문의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
Global Overseas Employment Support Program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청년들을 OKTA 회원사에 취업 및 현지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기여

•해외 수요처 발굴, 청년 취업희망자 모집, 선발, 교육, 취업, 사후관리 전 과정을 OKTA에서 관리 

• Render services to the Korean government’s job creation policy for young people; hire young people from Korea wishing to work internationally 
for OKTA member companies and help them settle in. 

• Manage life-cycle processes from identifying overseas demands and recruiting young job seekers to selection, training, employment, and follow-up.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

• OKTA 회원 수요를 기반으로 모집, 선발, 취업, 사후관리 전 과정

을 OKTA 본부 사무국과 지회, 채용기업인 회원사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World-OKTA 
사무국

•사업총괄

•회원 채용수요 조사

• 취업 희망자 모집·
교육·선발 연계

• 취업자 및 채용 
회원사 DB관리

OKTA 지회

• 지회내 회원 채용 
수요조사

•취업자 현지지원

(간담회, 멘토링) 

• (거점센터) 일자리 
추가 발굴, 취업자 
사후관리 강화

OKTA 회원사

•취업자 채용

•수습교육

• 월활동 관리, 정착 
지원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지원사항

채용회원사

지원형태 청년	고용안정자금

지원규모
1명	채용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회)

※ 지역별 차등(특급지 월 50만원, 보통지 월 40만원)

지원방식

채용기간	유지	후	일괄지급

-  수습기간(3개월) 채용유지 회원사에게 지원금 총액 일괄지급
- 채용인력 평가의견서 1회 작성

지회

지원규모
1명	채용당	총	50만원

(사후관리 5개월간 월 10만원)

지원방식

취업자별	멘토	선지정(지회)	후	해당	멘토에게	지급

- 취업자별 사후관리 활동 중심
- 비용 지급 전 담당 멘토 지정(지회)

거점지회
특화

프로그램

다수의	취업성과	보유	지회

-  18년 일자리발굴 및 취업성과 중심
- 지회당 최대 800만원 
- 5개 지회 사업계획서 평가 후 차등 지급

취업자

지원사항
-  여행자보험(1년), 수습연수비(최대 240만원) 
   비자발급비(100만원이내 실비, 미국 150만원)

지원방식

수습연수비	최대	240만원,	6개월간	분할지급
(월	80만원,	1·3·6개월차	지급)

※ 지역별 차등(특급지 월 80만원, 보통지 월 70만원)

그 외 취업연계 (OKTA 프로그램 및 인턴십)

•	(OKTA	프로그램)	각 대학별 OKTA CEO 특강 실시를 통한 취업지원

- 각 대학별 협의후 학점 이수형, 수강자 인턴 및 취업사업 

우선참여 혜택 반영

•(일학습병행	현장실습	인턴) 단기(3개월 미만)와 장기(6개월 이상)

  인턴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 각 지회별, 회원별 인턴수요 현황 조사후 협회에서 인턴 수요와 

참여 대학별 현장실습 계획 수립

- 인턴 연계형 현장 실습후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참여, 현지    

정착 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 글로벌 해외취업지원사업

•사업기간 : 1월 ~ 12월

•취업목표 : 연간 300명

•
 
추진	프로세스 : 상시적으로 신규 채용수요가 있을 시 지회사무국 

혹은 본부 해외일자리팀(oktajob@okta.net)으로 채용수요조사표 

발송 후 아래 프로세스로 진행

사업공고 및 
채용기업 수요확보

월드옥타 회원사 구인 수요 확보 및 사업 공고

선발 및 결정 채용기업 면접 후 구직자와 기업간 상호 협의 및 확정

모집 및 홍보
월드잡플러스내 월드옥타

전용채용관(okta.worldjob.or.kr)에서 구직자 모집

출국 준비 최종 채용 확정 후 비자, 사전교육 등 출국 준비

해외취업
사후관리

출국 후 지회 멘토링을 통한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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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기업과 월드옥타 한인 무역인 수출 네트워크 기반 구축

• OKTA와 국내 유관기간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한인 

무역인 간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 상호 매칭을 통한 친구관계 

형성 지원

• 매칭 친구는 단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지향토록 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발전 유도

• 컨설팅 과정에서 실 수출을 위한 후속지원 수요 발생 시, 지역별비 

R&D 사업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

• To build up export network basis between Korean companies 

and overseas Korean traders of World-OKTA

• World-OKTA and domestic related organizations collaborate 

to match domestic companies that want to export to overseas 

markets to overseas Korean traders in order to form partnership 

considering their business needs

• To encourage the matched partners to build up a relationship 

that is more than business partnership and develop it into 

continuous cooperative relationship

•  To establish the support system in connection with non-R&D 

businesses per region if there is need for follow-up support to 

export during the consulting process 

사업목적

•1월 ~ 12월

사업기간

• 수요조사 :  유관기관은 친구맺기를 원하는 수출유망(초보)기업 수요 

를, OKTA는 친구맺기를 원하는 해외 한인무역인 수요 

접수, Pool 구축

• 친구매칭 :  지역 유망기업의 수출제품·희망지역 등 수출수요 및 

OKTA 회원의 비즈니스 수요를 고려한 친구 매칭

• 관계형성 :  매칭친구 간 상호연락, OKTA 주요행사와 연계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한인 무역인과 친구기업 간 교류 협력 

강화

• 모니터링 :  활동실적·컨설팅 내용 및 매칭기업·한인무역인의 

애로사항 점검 등 지속적 모니터링

• 후속지원 :  컨설팅 과정 중 친구기업의 수출관련 지원수요(시제품, 

허가, 인증 등)가 발생되는 경우 비 R&D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원

• 성과조사 :  지원성과, 우수사례 등 성과사례를 발굴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제도 보완 추진

사업개요

기관 역할 및 주요활동

World-OKTA

•수출친구맺기 프로그램 기획·안내 및 참여 독려
•희망회원 Pool 구축 (소속, 이력 등 검증)
•희망회원-기업 간 매칭 시스템 운영
•매칭 회원 관리 및 적극적 관계형성 독려
(활동내용 매월 모니터링, 회원 요구사항 지원 등)

KIAT

•수출친구맺기 프로그램 안내 및 희망기업 조사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위주로 대상기업 추천
18개 TP 1,000개사 목표, 풀뿌리사업단 200개사 목표

•매칭기업 관리 (상담내용 및 애로사항 매월 모니터링)
•관리과정 중 실 수출 후속지원 수요발생 시 지원
•후속지원 후 수출 진행과정 점검

지역
기업

•상세 기업정보 및 제품정보 제공
•수출을 위한 바이어 요구사항 대응
•매칭된 친구회원 요구사항 지원
•TP주도 : TP 유망 및 새싹기업

한인	무역인
•해당지역 진출에 필요한 제품 컨설팅
•바이어 발굴, 중계 및 연계
•매칭된 친구기업 요구사항 지원

주체별	주요	역할	및	활동

추진체계 세계한인무역인-지역기업 수출친구맺기 추진체계

※  본 사업은 네트워킹 사업으로 지역기업 및 회원에게 별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음

KIAT
테크노파크

수출 희망기업

④ 관리
후속지원

상호간
지속적
관계형성

② 친구매칭

③ 비즈니스 관계
형성, 수출지원

World-OKTA
사무국

한인무역인

④ 관리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1월 ~ 12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기간

2019년	세종테크노파크(現	세종지역산업기획단)	신규	참여,	TP진흥회는	수도권	및	포항지역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을	담당

•전국 14개 테크노파크(비수도권) 및 테크노파크진흥회(수도권 및 포항)

시행주체

지원대상

주관기관	소재	주력산업	총	90~100개사(지역별	7~8개사)

구분 소비재 산업재

수출	초보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기업 전년도 수출액 30만불 이하 기업

수출	주력기업 전년도 수출액 10만불~1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만불~300만불

수출	강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500만불 전년도 수출액 300만불~1,000만불

* 지역별 수출초보기업 50% 이상 지원(필수)

지원대상

•수출새싹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수요 및 기업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되, OKTA회원 및 전문 무역상사등의 전문역량을 활용

• 주력산업 및 전ㆍ후방 연관 기업 중 주관기관의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수출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해외인증, 샘플발송, 전시회 대행, 

바이어 발굴 등 프로그램 지원

•수출새싹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싹기업-OKTA회원ㆍ전문무역상사ㆍ공급기관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OKTAㆍ전문무역상사ㆍ공급기관 Pool을 구성하여, 새싹기업의 수요맞춤형으로 컨소시엄별 지원

사업추진 프로세스

기업모집 공고

TP

모니터링

TP

사업계획서 제출

컨소시엄→TP

지원활동

공급기관→새싹기업

사전검토

TP

사전컨설팅

전문기업, 공급기관 外

선정평가

TP

계약/협약 체결

기업↔공급기관
기업↔공급기관↔TP

• 지역혁신기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수출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 

• Improve local businesses’ export competitiveness by offering export support through local innovators and private capabilities to help them 

with a transition to an export-oriented business.

사업목적

수출친구맺기사업
Export Partnership Support Program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Export Sprout Company Suppor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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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사업
Glob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operation Center Program 

World-OKTA 통상위원회
World-OKTA Trade Committee

사업개요

글로벌기술사업화협력센터	주요	업무

활동구분 상세내용

지원업체	발굴 • 해외기술거래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업체 발굴

수요기업	
미팅주선

• 해당 기술의 도입을 원하는 현지수요자를 발굴해, 최소 
3개사 이상 미팅을 주선

전문	컨설팅	
지원

• 현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문 분야별 법률, 회계, 
투자 컨설팅 자문 지원

계약	자문 • 지원기업과 현지수요자와의 계약자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현지 기관(기업)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확대

통상위원회 개요

• 회원사 분야별 업종구분으로 효율적 정보교류와 전문화된 상품거래를 지원하고, 분과별 교류확대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회원 간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

분야별 업종 구분으로 회원간 

효율적 정보교류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통한

전문화된 상품거래 지원

국내 중소기업과의

업종별 거래 활성화

설립목적

지원내용

•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술기업에 대하여 진출 희망국

의 현지 수요조사, 기술마케팅, 현지 수요 매칭 등 글로벌기술사

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기간

•1월 ~ 12월

신청자격

• 사업 신청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외 기술사업화(기술

이전, 합작법인, 상품생산 등)를 희망하는 중소, 중견 기술 기업

• 우대사항

-  사업 신청일 현재 진출 희망 지역에 대한 관련 규격 및 인증, 국

제 특허 등을 취득한 기업

-  국제 거래 경험이 있으며, 현지 국가 언어로 구성된 홍보자료 

보유 기업

- 해외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담 부서(전담인력)을 설치한 기업

상시지원

[기술-수요] 상시 매칭 실행 협상 및 계약, 번역, 통역 등 상시 지원 진출 희망 국가 정보 상시 제공

수행 : World-OKTA GCC

연계 :  국내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국내 우수 기술 기업 발굴
·우수 기술 기업 DB 구축 등

수행 : World-OKTA GCC

대상 :  해외 거주자, 유사산업 종사자

·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기술기업 1:1 전담 컨설팅 지원

수행 : World-OKTA GCC

연계 : 파트너, 현지 유관기관, 지회 네트워크

·우수기술 현지 수요 발굴
·잠재 수요처 대상 기술마케팅

수행 : World-OKTA GCC

연계 : 파트너월드옥타 지회

·매칭 전후 컨설팅
·바이어/기업 요청 follow-up

수행 : 월드옥타 74개국
146개 지회

연계 : 현지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현지 사전 조사 / 기술 수요 
Pool 구축

·수요처 발굴 / Data 확보`

수행 : World-OKTA GCC

연계 :  국내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 수요주도형 기술 기업 발굴
·우수 기술 기업 DB 구축 등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사업화전문가, 
총괄책임자 

· 기업/기술 종합 진단 및 평가
·추진 타당성 진단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사업화전문가, 
총괄책임자

· 기업/기술 종합 진단 및 평가
·추진 타당성 진단

수행 : World-OKTA GCC 

대상 :  해외 거주 유사산업 
종사자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1:1 전담 컨설팅 지원

⑤	파트너	매칭

⑤	수요처	발굴

⑥	[수요-기술]매칭

⑥	[기술-수요]매칭

①	현지수요조사

①	기술기업모집
②	평가	/	선정

③	기술기업모집

③	파트너	매칭

④	평가/선정

④	현지	수요조사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통상위원회 연혁

2001 • 6개 분과 국제위원회 발족

2006
• 회원사 증가로 인한 분과 증설
• 8개 분과

2010
• 통상위원회로의 명칭변경
• 11개 분과

2014 • 13개 분과(현행) - 2개 분과 신설 및 기존 분류 재배치  

2018
• 일부 분과 소폭 추가 - (2018.04.의결) 2018.10.부 시행
• 산업 구조 변화를 수용하여 1개 분과 증설 – 14개 통상위원회(2018.12부.)

통상위원회

연       혁

• 국내 기술기업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며,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통합적 기술이전* 컨설팅 제공 

• Present solutions to various challenges Korean tech companies may face in the course of overseas market development and offer them 

comprehensive technical transfer* consulting for local market penetration.

*		기술이전	: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통상위원회 업종별 분류표

통상위원회 구분

1통상위원회 [생활잡화 및 뷰티] 잡화, 가구, 가발 등

2통상위원회 [식음료, 요식업] 식품, 주방기구/용품, 요식업 등

3통상위원회 [전기, 전자] 전자제품, 통신장치, 소프트웨어, 전자부품 등

4통상위원회 [화학, 자원] 화학물질, 연료, 금속, 광물 등

5통상위원회 [건축, 재활용] 건축자재, 인테리어, 친환경, 재활용 등

6통상위원회
[호텔, 여행] 
관광, 호텔(용품), 서비스업 등 

7통상위원회
[건강식품, 미용용품] 
의약제품, 건강식품, 스포츠 장비/용품, 미용용품 등

통상위원회 구분

8통상위원회 [금융, 법률, 부동산] 금융, 회계/법무, 보험, 부동산, 컨설팅 등 

9통상위원회 [섬유, 섬유제품] 가죽, 모피, 직물, 의류, 패션소품 등

10통상위원회 [물류] 물류, 운송, 창고 등

11통상위원회 [전자상거래] 홈쇼핑, 통신판매, 종합무역 등

12통상위원회 [교육, 문화, 리크루팅] 출판, 교육, 문화, 광고, 이벤트, 언론 등

13통상위원회
[기계, 공구] 
공구용품, 기계류, 자동차(부품), 산업용전기, 조명기구 등

14통상위원회
[4차산업, 컨텐츠 플랫폼] 
바이오, IoT, 3D프린팅,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로봇 등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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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OKTA 특별위원회
World-OKTA Special Committee

• 협회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를 통한 협회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

사업목적설립목적

NO 위원회 위원회 역할

1 전략기획위원회 협회전략 및 프로젝트 기획, 20대 중점사업 목표관리

2 청년해외취업위원회 청년인재 해외취업사업 개발 및 해외 구인처 발굴

3 e-Biz위원회 Web & App 개발 지원 및 회원 on line 비즈니스 활성화

4 교육개발위원회 대표자 리더십 및 차세대무역스쿨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한중포럼위원회 한중 동포경제인 교류 확대, 한중 경제교류 발전 저변확대

6 지회발전위원회 지회 조직정비 및 지회 활동 지원안 개발

7 대회준비위원회 2019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진행지원 4월, 10월대회 기획 자문 및 운영 개선안 수립

8 대북경협추진위원회 대북 경제협력 기획 및 대북 비즈니스 정보 공유

9 전시통상위원회 국내 및 해외 주요 전시/상담회 정보수집, 유관 비즈니스 발굴

10 수익사업위원회 협회 수익사업 프로젝트 개발, 실행 계획 수립

11 산학협력위원회 대학과 연계한 OKTA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계획 수립

12 옥타명예위원회 회원 표창 및 포상 심의, 회원 품위유지 관련사안 상황 수집 보고

13 옥타회관추진위원회 옥타회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실행기획안 수립

14 옥타40주년사업위원회　 협회 40주년 기념식 기획, OKTA 40년사 기획 및 발간

15 지자체통상교류위원회 홈-커밍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계획 수립, 지차체 협력사업 개발

16 대외홍보위원회 750만 재외동포 경제중심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대내외 홍보전략 수립

17 대외협력위원회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방안 개발 및 기획

18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OKTA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방안 개발,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등을 통한 실천방안 개발

19 사회봉사위원회 750만 재외동포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업기획 및 개발

20 회원권익위원회 회원서비스 향상방안 개발, 협회 시행사업 및 각종 활동시 회원권익 보호

21 인재개발위원회 협회 발전을 위한 대내외 인재 발굴 및 영입, 인재개발 프로그램 기획

22 정관개정위원회 정관, 운영내규 및 선거규정 등 제반 관련 개정안 수립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춘계·추계 세미나
Overseas Korean Trade and Economy Forum – Spring/Fall Seminar by Korean National Assembly 

•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750만 재외동포를 21세기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으로 활용하는 재외 동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연구

단체로, 매년 World-OKTA와 연계하여 춘계·추계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 This research institute at the National Assembly was formed to support overseas Korean policies to tap into 7.5 million overseas Koreans 

as the Korean economy’s international competitive edge in the 21st century. The forum works with World OKTA every year to host the 

spring and fall seminars at the National Assembly. 

개최일시 형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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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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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2014.10.02
2015.04.24
2015.10.16
2016.10.07
2017.07.05
2017.11.01
2018.04.10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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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세미나

춘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춘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간담회

춘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춘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춘계 세미나

추계 세미나

간담회

간담회

추계 세미나

간담회

추계 세미나

• 한국상품수출과 교포 무역상 육성정책의 필요성

• 21세기 KOREA의 대동맥“교포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 한국상품수출정책과 해외한인 기업인의 역할

• 해외동포 경제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해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국회 정책 연구회 소속 의원 간담회

• 한국경제의 세계화와 한민족 경제네트워크 활용

• 해외동포 무역경제인의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 한인경제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와 신 패러다임

• 해외동포 경제인 글로벌 네트워크 실천방안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방안

• 세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방안

• 2008 해외동포 차세대무역스쿨 국회 간담회

•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해외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해외 한인경제 네트워크 활용

• 글로벌 한인무역 네트워크와 국가경쟁력

• 녹색산업 국가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

• 국내 녹색산업 부품소재의 수출활성화

•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간담회

•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간담회

• 창조경제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 창조경제를 위한 기업전략과 글로벌 한인네트워크의 활용방안

•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와 고용창출

• 글로벌 코리안 경제네트워크의 역할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방안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중소기업 현지 수출기반 강화

• 글로벌 한인경제인 네트워크의 현황과 발전방안

• 21세기 한민족경제네트워크, 그 의미와 역할

• G2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동, 미-중 무역정책을 중심으로

• 세계경제의 변동과 한민족경제공동체의 역할

•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한민족경제공동체 : 현황과 역할

• 미·중 갈등과 한민족경제네트워크의 역할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특별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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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경제인 통합정보망 구축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of Overseas Korean Traders 

• 전 세계 재외동포와 하나되는 온라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를 

실현합니다.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74개국 146

개 지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증대시켜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외동포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재외동포간 또는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대가 

가능해지길 고대합니다.

• This is the on-line network of Korean traders that brings all 

overseas Koreans together. Its objectives are to strengthen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to provide support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global 

Korean network program and overseas Korean’s businesses 

by enhancing overseas Koreans’ capabilities in 146 chapters in 

74 nations, and to establish organic solidarity among overseas 

Koreans or between Korea and overseas Koreans.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운영
Oper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e Trade Institute

• 동포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를 토대로 재외동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 모색을 위하여 현지에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해외경제학자들의 Network를 활용하여 월드 

옥타 및 재외동포의 미래 발전상을 연구·지원 하고 있습니다.

• International Commerce Trade Institute studies and support 

future directions of World OKTA and overseas Koreans by 

utilizing the network of overseas economist who study overseas 

Korean-related policies around the world to explore concrete 

ways for support to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basic 

statistical data on economic policies. 

세계한인무역협회 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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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사무국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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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 KINTEX에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

사업차 고국을 방문하는 회원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차세대들에게는 국내 기업 및 창업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 공간을 제공

• To promote local economy through enhanced global network, World-OKTA opened the Global Business Center at KINTEX in Ilsan for 

convenient and pleasant use of visitors. The center supports business-related activities of members who visit their home country for 

business and provides space to start up a business through collaboration with domestic companies and other business founders. 

국내 방문 회원들을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확대

•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실 임대

• 호텔 및 리조트, 의료기관, 
금융서비스 예약 대행

• 전시회 및 비즈니스 정보제공 기회 확대

• 회원대상 상설 전시장 운용

세계시장을 향한 한민족 청년들의
협력과 글로벌 창업의 메카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의 시대적 소명

• 모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창업 통로 역할

• 월드옥타 + 해외차세대 + 모국 청년 
= 글로벌 창업메카

• 월드옥타의 기존 역량을 강화해 
실제적 성과로 도출

모국 중소기업의 상품 수출과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의 거점

• 재외동포 경제인과 중소기업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성

• 월드옥타 GBC를 통한 맞춤형 비즈니스 
기회 창출

• 내수 기반 강소기업의‘발굴’에서
‘시장 개척’을 거쳐‘최종 수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출지원

• 월드옥타의 기존 역량을 강화해 
실제적 성과로 도출

사업목적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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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표전화 1644-9033

대표	Email okta@okta.net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002호

예약	담당자
정보

담당자 : World-OKTA 경영기획팀
대표번호 : (02) 571-1254

• OKTA 회원들을 위한 대형 컨퍼런스 룸, 미팅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월드옥타 홈페이지 (www.okta.net) 내 회원서비스지원 메뉴에서 간편하게 예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내 방문 회원들의 비즈니스 공간제공 및 임대서비스를 통한 회원 서비스 확대

• 비즈니스 환경 제공뿐만 아니라 전시회 및 중소기업 제품 등 비즈니스 정보 제공

• 국내 사무공간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한 연계사업 확대 및 비즈니스 창출 기회 발굴

• 회원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업무 수행

• 국내 비즈니스나 전시회 일정으로 방문하는 회원들에게 비즈니스 라운지 무료제공

• 국내방문 회원들의 비즈니스 연계, 유관사업 참여 기회 발굴

• O/A 사무기기 무료제공(*개별 사용 노트북은 필수 지참)

• 회의공간 및 상담장 제공(*편의 서비스 제공)

• 오피스 방문 손님 리셉션 지원, 개별 오피스 스케줄링 관리 지원, 호텔 숙박 및 교통편 예약 대행

• 임대 오피스 : 주단위, 월단위, 분기별 단위로 유료 서비스 실시 *별도문의/최장 6개월 단위계약(1회 연장가능)

• 협회 연계호텔 및 리조트, 의료서비스 예약 대행 지원

상설	전시장	운용	:	회원대상	상품전시	희망	품목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상품	전시품목	결정

국내	지자체별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회원	상품	전시를	통해	회원간	상품정보	제공

회원들의	전시	희망품목을	사전신청	받아	유상	전시	(*3개월	단위	전시,	1개월	\	300,000)

BIZ	Cafe	운용	:	
	
GBC	비즈	카페는	휴식을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회의나	클라이언트	미팅,	방문	손님들의	대기장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체를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World-OKTA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제20대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중심 World-OKTA

이용안내

주요기능

무료서비스

기타 회원 서비스



28 29

Woo Sang Chang / L.A.

Dato Beang Ha Kwon / Kuala Lumpur

명예회장
Emeritus Chairman

회장
Chairman

Ji Xue Nan / Shenzhen

수석부회장
Senior Vice Chairman

Boo Hyang Kim / Barcelona Guang Zhe Yan / Dalian

부이사장
Vice-Chairman of Board

감사
Comptroller

Ju Yeon Kim / L.A. Long Zhu Nan / Yanji

이사장
Chairman of Board

Sung Hak Kim / Melbourne

상임집행위원(부회장)
Executive Committee Members

Dae Suck Joo / Buenos Aires Gene Sung Cha / Dubai Jong Seok Nam / WarsawKyeong Jong Lee / Vladivostok

Seoung Il Jang / Asuncion Hyo Eun Park / Atlanta Arthur Lee / L.A. Sang Hyun An / Toronto

Seok Il Lim / Perth Chun Ho Yu / Munich Gwi Sun Choi / Budapest Kil Sik Ju / Doha

Young Ki Kim / Manila Hae Yeong Khoo / Singapore Cheng Wan Shen / Yantai Cheng Guo Li / Shenyang

Jing Hao Li / Guangzhou Hyo Seob Kim / Tokyo Hyeon Tae Kim / Fukuoka

통상위원회
Trade Committee

Nicolas PJ Kim / Jakarta
김종헌

Matthew H Son / New Jersey
손호균

담당 부회장

Jong Seok Nam / Warsaw
남종석

Sook Chun Jung / Dubai
정숙천

Rong Guo Jin / Beijing
김영국

Song Hu Cui / Yiwu
최송호

Dong Ho Lee / Suzhou
이동호

Ki Seok Kang / Hong Kong
강기석

Shin Seog Go / Warsaw
고신석

Jin Man Jo / Tokyo
조진만

Ja Young Kong / Jakarta
공자영

Jin Soo Chung / Ho Chi Minh
정진수

Won Seok Park / Brisbane
박원석

Hye Suk Im / Sydney
임혜숙

Seung Do Na / Tokyo
나승도

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John Suh / L.A.
서정일

Young Sub Jin / Tokyo
진영섭

Guang Zhu Piao / Qingdao
박광수

Yong Jae Lim / Kuala Lumpur
임용재

Dae Jin You / Hulunbuir
유대진

Dato Beang Ha Kwon / Kuala Lumpur
권병하

Jing Jia Ji / Shenyang
길경갑

Young Sik Chang / Tokyo
장영식

Sun Teak Choi / Santiago
최선택

Guang Xi Li / Beijing
이광석

Tae Suk Pedro Lee / Sao Paulo
이태석

Yil Sik Kang / Guangzhou
강일식

Jin Eui Kim / Johannesburg
김진의

Young Sam Chung / L.A.
정영삼

Man Seok Kim / Prague
김만석

Byung Mock Kang / New York
강병목

Chel Dong Chang / New York
장철동

Bu Soon Yim / Bangkok
임부순

Young Hyun Kwon / New York
권영현

John HyoSoo Kim / S.F.
김효수

Zhi Huan Xu / Yantai
허지환

Young Ki Ko / Osaka
고영기

차세대위원회
Committee of Next Generation

Seoung Il Jang / Asuncion
장승일

Hai Hong / Beijing
홍  해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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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ㅗHead Office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월드옥타 공식 사이트

www.okta.net

협회 홈페이지 

월드옥타 본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worldokta

월드옥타 홍보영상, 지회소식, 차세대 활동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유투브 채널
www.youtube.com
@월드옥타

월드옥타 회원사의 채용공고 등록 및 국내 청년들의 취업 지원사이트

okta.worldjob.or.kr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과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사이트
www.수출친구맺기.kr

페이스북 

유투브

OKTA 회원들을 위한 협회 연계 사이트 운영 및 관리

글로벌취업지원(해외한인기업) 채용관

수출친구맺기

프롤로그
(Prologue)

인사말
(Greetings from Chairman)

연 혁
(History)

지회현황
(Chapters around the world)

주요사업
(Main Business)

홈페이지 안내
(Website Information)

비전과 전략
(Vision & Strategy)

본부 사무국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of International Secretariat)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lobal Business Center)

본부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

• 경영기획, 인사

• 조직, 규정 관리

• 복무, 총무, 협약 

• 예산 총괄

• 홍보/웹 등

• 대회 업무(4월, 10월)

•지역경제인대회

•차세대무역스쿨

•지회 및 회원관리

•홈커밍 프로그램 등

• 회계, 정산 및 결산
• 자금관리 

•세무 업무 등

•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 대학 산학협력

• OKTA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 

• 수출친구맺기사업

• 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

• 해외기술사업화사업

• 지사화사업

• 통상위원회 등

대표전화 | 1644-9033                대표 이메일 | okta@okta.net  

주소 본부사무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002호

상근부회장

박봉석

수석부회장

남기학

회 장

하용화

전문위원

진혁

해외마케팅팀

팀장	:	실장	겸임	

차장	이종삼

대리	유예나

대리	이경미

주임	최민선 주임	오지혜

차장	조창하	

과장	전유리

주임	원예진

대리	전원구

해외일자리팀

팀장	:	신승호

과장	김선미

주임	김연수

해외사업실

실장	안광일

경영전략실

실장	도지용

경영기획팀

팀장	:	실장	겸임	

과장	이혜린

대리	김신회

과장	이근호

주임	이윤선

회원지원팀

팀장	:	김태안

차장	성재우

대리	안현철

대리	임선영

주임	노새슬

사원	조예진

회계팀

팀장	:	권소영

과장	조기연

대리	황승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