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NEW JERSE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제2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
The 2nd Korean American Global Business Expo

2021. 9. 29(수) - 9.30(목)
American Dream Mall
1 American Dream Way
East Rutherford, NJ 07073

https://www.kabizexpo.com

KABIZexpo!

1

미국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
-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는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New Jerse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중소, 중견 회사들의 해외 북미주에 진출을 돕기위해 시작한 EXPO!

2

한국기업의 북미주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기회
- 북미주의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 비즈니스 종사자, 완성차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뉴저지에는 삼성, LG, 제일제당, SK 이노베이션 등 10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음.

3

미국 최대규모 쇼핑몰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행사 개최
- 뉴욕 맨하탄에서 10분거리 위치
- 총 320만 평방피트로 미국 최대규모의 Mall
- 미동부의 대표적인 몰에는 450여개의 유명 상품점과 레스토랑과 다양한 놀이시설로,
실내 스키장, Water Park, 유니버스 테마파크, 뉴욕시를 한눈에 감상할 관람대, 수족관, 아이스 링크
경기장과 명품관 및 각 나라 레스토랑
- 팬데믹에도 한주에 20만여명의 방문객으로 호황

4

공간과 시간 제약을 초월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바이어들과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자리.
- 자사 홍보의 기회.

KABIZ expo 2021,
비즈니스의 더 큰 도약의 기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
KOREAN AMERICAN GLOBAL BUSINESS EXPO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 2021 개요
명 칭
장 소

KABIZ EXPO 2021
아메리칸 드림 몰, 에이랜드
1 American Dream Way
East Rutherford, NJ 07073

전시품목

패션의류
뷰티/헬스
건강식품
주방
전자 & IT, 미디어
인테리어
디자인문구

기 간 2021.9.29(수) - 9.30(목)
규 모 80개사 100부스
주최 및 주관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스카프, 아우터 , 니트, 가디건, 티셔츠, 언더웨어, 트레이닝복, 스타킹/레깅스
시즌웨어, 홈/이지웨어 등
뷰티 악세사리, 스킨케어, 메이크업, 맨즈뷰티, 헤어/두피케어, 네일/풋케어, 바디케어,
셀프에스테틱, 여성용품, 치아/구강케어, 헤어스타일링
홍삼, 생강, 마요네즈, 미숫가루, 전통식품, 선물세트
비타민, 오메가3/크릴오일, 유산균, 콜라겐 스틱
식기/홈세트, 보틀/텀블러, 컵/머그, 커피, 와인용품
보관/밀폐용기, 주방소품, 주방수납/정리
애플케이스, 갤럭시 케이스, 스마트기기 케이스, 스마트 악세사리
IT 솔루션,
조명, 캔들/디퓨저, 벽시계, 탁상시계, 공간데코소품
이불, 소품보관, 장식/인형
다이어리/스케줄러, 작가에디션, 노트/메모/플래너/컨셉북
데스크용품, 사무용품, 드라마 굿즈, 카카오프렌드 용품

The Key Benefits of
attending KABIZexpo 2021
해외바이어 1:1
Biz-Matching

참가업체가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현장 비즈매칭 지원
일

시 2021.09.29(수) - 9.30(목)

대

상 해외바이어 - 국내참가업체

프로그램 해외업체 국내업체 연결 및 비즈매칭 진행

해외참가업체

해외참가업체/해외바이어에 한하여 숙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참가업체 & 바이어
대상 투어 지원

뉴욕/뉴저지 투어 프로그램
일

시 2021.10.1(금)

(희망자에 한함)

대

상 해외바이어 - 국내참가업체

프로그램 뉴욕관광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On-Site 세미나룸
무상지원

참가업체 대상 전시장 내 세미나 룸 무상 제공 (개최 여부 변동 가능)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공식 홈페이지, 유투브, 뉴스레터,

지원기자재 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장치 등

국내외 신문사, 라디오 채널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지원

AMERICAN DREAM MALL
The Venues
미국 최대규모의
쇼핑과 놀이의 환상적 조합, 아메리칸드림몰!
아메리칸 드림몰은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링컨터널과 인접해 있으며 총 면적 320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규모 쇼핑몰과 실내 스키장, 실내 수영장, 놀이동산 등 초대형 놀이시설이 들어선 환상적
조합의 복합단지입니다. 320만 평방피트는 미국에 있는 쇼핑몰 중에서 최대 규모이고
위치는 북부 뉴저지 메도랜즈 서쪽, 뉴저지턴파이크와 루트3가 만나는 지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몰은 개장과 동시에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대표적인 쇼핑과
여흥 시설로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버겐카운티와 가까운 곳이어서 한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쇼핑몰 전체 면적의 45%는 450여 개 유명 상점과 식당들로 꾸며지고, 55%는 다양한 놀이와
여흥 시설로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에는 18만 스퀘어피트 넓이, 16층 높이(슬로프 기준)의 '빅 스노 아메리카(Big Snow America)'
실내 스키장(뉴저지주 최초)을 비롯해 8에이커 넓이의 드림웍스 워터파크(Dreamworks Water Park),
유니버스 테마파크, 뉴욕시 모습를 멀리서 감상할 수 있는 관람대(Observation Wheel. 236피트 높이), 수족관,
아이스 링크(미프로아이스하키 기준) 경기장, 유명브랜드 명품관 등이 있습니다.


뉴저지한인경제인협회
NEW JERSEY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참가신청서 마감
2021.7.31
상담 및 신청문의
Email) contact@njkacc.org
Phone) 201. 771.2711
www. NJKACC.org
www.kabizex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