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변경사항
○ 포럼 발표 부문 : 주제발표 2회 → 주제발표 1회, 기업발표 2회
- 회원사 고유의 사업경험 및 지식 공유 차원에서 마련
- 기업발표(회원사 소개)를 통하여 회원 간 친목도모
- 프로젝트 발굴 및 컨소시엄 연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
※ 주제발표 : 30분, 기업발표 각 10분으로 구성

○ 장소이전 부문(예정) : 콘래드호텔 → 서울시 글로벌센터로 이전
- 접근성 향상(도로 2분 거리, 종각역 6번 출구기준 약 75m)
- 번거로운 주차등록문제를 주차권으로 대체하여 편의성 향상
- 회원수 증가에 따른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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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Forum
○ Presentation : Two in topic P.T → One in topic P.T , Two in Company P.T
- Share firm’s own business experience and knowledge
- Promote a close business relationship among member firms
- Form the groundwork to find a new project and build a consortium
※ Topic P.T : 30min, Company P.T : 10min

○ Venue(Undecided) : Conrad Hotel → Seoul Global Center
- Improved accessibility(2min from the main road, 75m from Jonggak st. exit6)
- Provide a parking permit to solve parking problem
- Reduce cost of increased number of memb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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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석 관련 설문조사 결과 공지
○ 「선호하는 회원과 같은 테이블 배정」에 대한 수요조사
- 설문대상자 157명 중 응답자 85명, 미응답자 72명
- 해당없음 (52명), 특정회원 및 기업군 있음 (32명), 지정석 반대 (1명)
○ 「동행하는 일행과 같은 테이블 배정」에 대한 수요조사
- 설문대상자 157명 중 응답자 85명, 미응답자 72명
- 해당없음 (60명), 같은 자리배정 또는 옆 테이블 배정 (25명)
○ 기타의견
- 다수의 지정석 및 조별 활동 찬성 의견
- 지정석 순환 운영 의견 등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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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Result of Reserved seats
○ 「Sharing a table with those you prefer」
- 85 people responded out of 157
- N/A (52), Yes (32), No (1)
○ 「Sharing a table with the company」
- 85 people responded out of 157
- N/A (60), Yes (25)
○ Comments
- Agreed on several reserved seats and group activities
- Rotating reserved s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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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워크샵 (안) 안내
○ 주제 : Vietnam investment law and regulations relate to foreign investment in
construction - Chances for Korea investment in Vietnam(가제)
○ 일정 : 2014년 9.15(월) ~ 9.17(수) 2박 3일
- 15일(월) : 건설부 장관 면담, 기획경제부 회견 및 하노이 건설현장 방문
- 16일(화) : 워크샵 (의장: 건설부 장관), 롯데센터 하노이 시찰
- 17일(수) : 닌빈(Ninh Binh) 지역 답사

○ 베트남측 참석 예정 부서 : Minister of Construc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inistry of Finance, Directors General of Departments under MOC, CEOs of Construction
Companies & Groups, Director of Provincial Construction Departments

※ 참가신청
접수기간 : 8월6일(수)~8월 12일(화)까지
담당자 : 국토연구원 김승민(031-380-0594, kimsm@krihs.re.kr)

Workshop in Vietnam
○ Title : Vietnam investment law and regulations relate to foreign investment in
construction - Chances for Korea investment in Vietnam(Undecided)
○ Schedule : Sep.15(Mon), 2014 ~ Sep. 17(Wed), 2014 (two nights, three days)
- 15th(Mon) : Meeting with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Interview with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Visit the construction site in Hanoi
- 16th(Tue) : Workshop (Chairman: Minister of Construction), Visit Lotte Center Hanoi
- 17th(Wed) : Visit Ninh Binh

○ Participant(Vietnam): Minister of Constructio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inistry of Finance, Directors General of Departments under MOC, CEOs of Construction
Companies & Groups, Director of Provincial Construction Departments

※ Application for Participation
Time for application : Aug 6 (Wed) ~ Aug 12(Tue)
Contact: Kim Seung Min, KRIHS (031-380-0594, kimsm@krihs.re.kr)

세미나 (안) 안내
○ 주제 :해외개발금융의 현황과 미래
○ 일정 : 2014년 8.18(월) 14: 00 ~ 16 : 10
○ 장소 :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
○ 주관 : 국토연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해건협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프로그램 구성
- 발표 1. 디벨로퍼 입장의 PF와 최근 개발사업
- 발표 2. 해외PPP 사업 및 EDCF를 활용한 복합금융 활성화 방안
- 발표 3. 해외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MDB와의 협력사례 소개
- 발표 4. 해외개발 컨설팅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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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Topic : The Status and Future of Foreign Development Finance
○ Schedule : Aug 18(Mon) 2014, 14: 00 ~ 16 : 10
○ Venue : Main Hall, National Assembly Library, Yeouido
○ Host : KRIHS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ICAK Information

Service, Advice and Support
○ Program
- Presentation 1. PF for Developer and related cases
- Presentation 2. Foreign PPP Cases, Ways to Promote the Combined Finance
- Presentation 3. Cases of Partnership with MDB to Enhance Aid Effectiveness
- Presentation 4. Cases of Foreign Developmen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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