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삼(Assam)주 투자 환경 포럼
2017년 11월 29일(수요일) 10:00-13:00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Millennium Seoul Hilton) 그랜드볼룸 / LL층

Embassy Embassy
of India,
Seoul
of India,
Seoul

‘인도 아삼(Assam)주 투자환경 포럼’에 귀사를 초청합니다.
아삼 주는 북동부 인도의 관문이고, 동남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을 위한 중요한 경로입니다.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과 같은
SAARC 국가들에 대한 근접성은 SAFTA(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역내 무역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삼 주는 풍부한 수자원뿐 아니라 비옥한 토지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는 인도 3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지입니다. 투자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전력 및 에너지, 광물 산업, 관광 및 원유 정제, 해상 운송, 항구 및 하천
개발, 건설, 섬유 산업, 식품 가공업, 의류 장비, 석유화확 사업과 IT&ITeS입니다.
이에 주한인도대사관과 주한인도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오는 11월 2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히만타 봐얀 사르마 (Himanta
Biswa Sarma), 아삼 주 재무보건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경제 사절단을 초청해 ‘인도 아삼 주 투자 환경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2017년 11월 29일 (수), 10:00-13:00
2. 장 소: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그랜드볼룸 (LL층)
3. 참석자: 히만타 봐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아삼 주 재무보건교육부 장관 외 정부 관료
4. 식 순:
10:00 등록
10:30 개회사/ 주한인도상공회의소
10:35 환영사/ 주한인도대사 비크람 도래스와미
10:40 기조연설/ 히만타 봐얀 사르마 (Himanta Biswa Sarma), 아삼 주 재무보건교육부 장관
10:50 투자환경 영상
10:55 아삼 주 투자기회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11:40 질의 응답
12:00 오찬
13:00 G2B meeting
5. 참가 신청 및 신청 기한:
첨부 신청 양식 작성 후 11월 24일(금)까지 events@indochamkorea.org로 회신 (*선착순 접수 중)
6. 기타 문의: events@indochamkorea.org 또는 02-776-1583으로 문의

Investment Opportunity Forum with Assam, India
10:00-13:00, Wednesday, November 29, 2017
GrandBall Room(LL), Millennium Seoul Hilton

Embassy Embassy
of India,
Seoul
of India,
Seoul

On behalf of the Embassy of India in Korea, Ind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ICCK) has the pleasure to
invite you to a forum on Investment Opportunities in Assam State, India to be held in Millennium Seoul
Hilton on November 29, 2017.
Assam is India’s gateway to Northeast India and acts as a vital link for trade with Southeast Asian
countries. Its proximity to the SAARC countries of Bangladesh, Nepal, and Bhutan gives rise to investment
potential for foreign investors taking advantage of the dynamic possibilities of intra regional trade through
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
The Sate is rich in water resource and has vast tracts of fertile land. Assam is also the third-largest producer
of petroleum and natural gas in the country with ample reserves of limestone. Potential areas of investment
include power and energy, mineral-based industries, tourism, agriculture, food processing, textile, inland
water transport, river front development, IT&ITes and tourism.
The forum includes a business seminar, followed by G2B meeting with the Hon'ble Minister for Education,
Health and Finance and the delegations from Assam.
Those interested to participate are kindly requested to RSVP to events@indochamkorea.org with the
contact information by Friday, 24 November.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t the Investment Opportunity Forum with Assam and
discussing your business opportunities.

Program Agenda
1000 hrs
1030 hrs
1035 hrs
1040 hrs
1050 hrs
1055 hrs
1140 hrs
1200 hrs
1300 hrs

Registration
Opening address by ICCK
Welcome remarks by Ambassador H E Mr. Vikram Doraiswami
Address by Mr. Himanta Biswa Sarma, Hon'ble Minister for Education,
Health and Finance, Government of Assam.
Video
Presentation by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of Assam on investment
opportunities
Q&A Session
Networking lunch
G2B mee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