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비즈니스 위크
2021 년 9 월 13 일-17 일
행사 개요
신기술 부문에서 활동하는 폴란드 기업들을 홍보하는 온라인 행사
제 1 회 폴란드 비즈니스 위크는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됩니다: www.polandbusinessweek.kr
올해는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드론, 요트 & 보트, 게임, 의료 기기 & 장비 분야의
폴란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참가 기업들의 연락처, 홍보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산업 분야별로 오픈되며 모든 정보는
영어·한국어로 2022 년 제 2 회 폴란드 비즈니스 위크가 열리기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고급 제품과 솔루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폴란드 기업들과 잠재적
파트너 및 구매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 타임라인
날짜

2021 년 9 월 13 일-17 일

웹사이트

https://www. polandbusinessweek.kr

타임라인

9 월 13 일: 핀테크
9 월 14 일: 사이버 보안
9 월 15 일: 드론
9 월 16 일: 요트 & 보트
9 월 17 일: 게임
9 월 17 일: 의료 기기 & 장비

참가자

폴란드 기업, 한국 기업&수입사, 무역협회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POLAND BUSINESS WEEK
13-17 SEPTEMBER 2021
EVENT OUTLINE
Virtual event promoting Polish companies from new technologies sectors.
The 1st edition of Poland Business Week operates through a dedicated website
www.polandbusinessweek.kr comprising offers of the Polish companies from the following
sectors: fintech, cybersecurity, drones, boats and yachts, cybersecurity, games, medical
equipment and devices, their contact data and introductory videos. All information is
available in Korean and English from the opening of the sector information (one sector each
day of the week) throughout the year up to the next edition of Poland Business Week in
2022.
The event is aimed at bringing together internationally acclaimed Polish companies offering
advanced products and solutions with potential business partners.

EVENT DETAILS
Date

13-17 September 2021

Website

https://www. polandbusinessweek.kr

Timeline

13 September: Fintech
14 September: Cybersecurity
15 September: Drones
16 September: Games
17 September: Boats & yachts
17 September: Medical equipment & devices

Participants

Polish companies, Korean companies and
importers, Korean business and trade
associations

Join us and learn more about Polish offer in new technology se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