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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자료명 내용 

1 지회 연혁 

2006년～2009년 박경홍(1대회장 역임) 해외동포경제무역인단체 CHIBA지회 설립 

    차세대무역스쿨(1기, 2기, 3기)개최 

    초기 비즈니스네트워크 형성 

2010년～2011년 허영수(2대회장 역임)  

차세대무역스쿨(4기, 5기)개최 

지회 회원 모집, 조직구축과 지회 활성화 

비즈니스네트워크 강화 

본부의 각 대회에 참가 

2012년～2013년 김동림(3대회장 역임)  

차세대무역스쿨(6기, 7기)개최 

지회 회원의 활성화, 지역사회에 공헌 

비즈니스네트워크 강화 

본부의각 대회에 참가 

2014년～2015년 조송천(4대회장 역임)  

차세대무역스쿨(8기, 9기)개최 

지회 조직구성 개혁 실시 

본부의 각 대회에 참가 

지회 회원사의 성공담,경험담 강좌 정기 개최 

회원간의 비즈니스연결에 많은 성과를 이룸 

2015년1월 삼구물산 설립(지회 회원사 공동투자 경영) 

2016년～2017년 이태권(5대회장 역임)  

차세대무역스쿨(10기,11기)개최 

지회 조직구성 개혁 완화 

본부의 각 대회에 참가 

회원간의 비즈니스네트워크 형성, 큰 성과를 이룸(온라인 쇼핑 등 령역) 

지회 회원사의 성공담,경험담 강좌 정기 개최 

2018년～2020년 주홍철(6대회장 역임)  

차세대무역스쿨(12기,13기)개최 

    중동,아프리카 경제인대회 참가 

    제20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두만강 박람회 참가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한국 창원) 참가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2019년 6월 글로벌 취업지원사업 거점지회로 선정 

지회 회원사의 성공담,경험담 강좌 정기 개최 

지회 회원사 방문 정기 조직 

    지회 회원사의 온라인쇼핑령역의 네트워크가 더 한층 강화 

2020년～현   재 김정남(7대회장 역임)  

    2020년 4월코로나감염지역에 마스크기부활동을 조직하여 중국과 한국으로 지원 

    지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강좌 정기 개최 

 

 

2 역대 지회장 

2006년～2009년 박경홍(1대회장 역임)  

2010년～2011년 허영수(2대회장 역임) 

2012년～2013년 김동림(3대회장 역임) 

2014년～2015년 조송천(4대회장 역임)  

2016년～2017년 이태권(5대회장 역임)  

2018년～2020년 주홍철(6대회장 역임) 

2020년～현   재 김정남(7대회장 역임) 



3 소개말 

World-OKTA의 CHIBA지회는 일본 특히 CHIBA현 그리고 동경주변 경제권과 세계의 코

리안 동포의 무역, 경제인들의 상호 비지니스와 친목을 위하는 동시에 무역정보 교

환 및 업무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2006년9월에 중국 조선족 기업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CHIBA지회는  제1임 박경홍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명예회장님을 걷쳐 현재 제7임 지회장님이신 김정남 회장님이 

현직을 맏고있으며 또한 CHIBA지회는 최고 고문단, 자문단, 이사회, 차세대위원회, 

정보통합위원회,사무국으로 조직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선족회원으로 구성된 CHIBA지회는 비즈니스정보 교류회, 창업교류회 등 각종 

활동을 조직하여 급변하는 시대의흐름과 환경수요에 따라, 현지 재일조선족 경제인 

양성, 비즈니스네트웍  형성을  도모하여 왔으며 일본내의 회원간은 물론 World-

OKTA 네트웍를 통해 세계각국의 회원과도 긴밀한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를 하고있습

니다. 

현재 지회 정회원수 약 100명, 활동중인 차세대 약 200명. 

 

 

4 주요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무역 경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업무협력 

2. 무역 및 경제관련 세미나, 교육 상담회 개최 

3. 해외동포 무역을 지원하는 KOTRA 사업에 공동 참여 

4. World-OKTA 및 각국 OKTA 와의 친목 및 협력 증진 

5. 한국 정부 무역진흥정책 및 재외동포 경제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 및 자문 

6. 일본 및 세계 무역 경제 단체와의 교류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 문화활동 

8. 회원과 재일교민사회 및 모국을 위한 공익 사업 

9.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인 양성 

10. 모국방문 차세대무역인 양성에 우수 회원 추천 

 

5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