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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플로리다 경제협력위원회(FLOR/KOR)란? 

한국플로리다 경제협력위원회(이하 FLOR/KOR)는 1982년에 세워진 주 규모의 정

부민간 합작 기업으로써, 무역, 투자, 교육, 관광산업 및 한국 플로리다 간의 우호 장려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FLOR/KOR는 서울에 있는 한미

경제 협의회(KUSEC),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플로리다 주지

사 사무실 및 Enterprise Florida 같은 경제 개발 단체들과 협력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플로리다 경제협력위원회(FLOR/KOR)의 주 업무는? 

 한국플로리다 경제협력위원회(FLOR/KOR)는 플로리다지역 내 무역업자, 투자자, 

창업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한국기업 및 비영리 단체들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도

록 접점 및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한미경제협의회(KUSEC)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주최하는 합동회담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단 분들은 반드시 

FLOR/KOR의 정식 멤버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FLOR/KOR는 한미경제협의회(KUSEC)과 한국무역협회(KITA) 그리고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KOTRA)와 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한국에

서의 중요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FLOR/KOR는 주지사의 집행부 및 관광사업부, 무역경제 개발 협회, 엔터프라이즈 

플로리다(Enterprise Florida) 및 플로리다 내에서의 한국 지사들과 협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FLOR/KOR는 한국무역협회(KITA), 한미경제협의회(KUSEC) 그리고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함께하는 합동회담에 플로리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조정합니다. FLOR/KOR는 지난 2010년 5월에 한국을 방문했었고, 다음 

방문 일정은 2011년 하반기 혹은 2012년 봄으로 계획 중입니다. FLOR/KOR는 한

국 관련 세미나 및 행사 주 규모로 지원 및 준비합니다. 

 

FLOR/KOR는 어떻게 이루어져있는가? 

FLOR/KOR는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계약된 비영리 사기업이며 플로리다 주 정부

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명시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FLOR/KOR는 멤버들의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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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이사회가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회원권은 플로리다와 한국간의 산업 혹은 우호 

증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사회가 저명

한 비즈니스 리더나 정부 관계자 혹은 박사들을 명예회원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탐파의 Kimi Springsteen박사님 이십니다. 

 

한국 합동회담 

 

최근 FLOR/KOR는 산업 개발 미션 및 KITA와 KURSEC이 한국에서 주최한 한국

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저희 FLOR/KOR는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경기도에 최근 합동회담 및 업무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번 FLOR/KOR의 업무를 통해 대표단과 손님들이 고위 정부 및 경제 그리고 

산업 분야 등에 종사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

니다. 저희 FLOR/KOR는 앞으로도 주정부, Enterprise Florida 그리고 경제 개발, 관광, 그

리고 교육 담당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있을 합동회담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또 다른 업무를 계획 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 계획을 발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있을 합동회담 프로그램은 한국과 플로리다의 무역, 투자, 교육, 관

광, 그리고 좋은 사업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경기도 자매결연 배경 

 

 경기도의 인구는 1100만 명(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2%)이 넘으며 한국 모든 도에

서 포함하여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경기도 땅은 서울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 전체 IT 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전체 산업의 20~25%를 차지합니

다. 경기도의 수도는 수원입니다.  

 경기는 발달된 항공우주산업, 통신, 생물의학, 폐기물 관리, 정수 그리고 공해 오염 

장비 산업이 있으면 이러한 산업들은 플로리다에 좋은 교역대상을 될 것입니다. 

 FLOR/KOR가 일년 동안 플로리다 주정부와 Enterprise Florida와 협력 한 결과 

2002년 11월에 플로리다 주와 경기도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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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결연 협정은 올란도에서 열린 제 15회 Southeast U.S.-Korea 합동회담과 함

께 특별 행사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플로리다 간의 최초이며, 무

역에서 상호협력, 투자사업, 기술 이전, 연구, 문화 및 교육 교환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003년 6월에 경기도-플로리다 경제 포럼을 주최하였고 플로

리다 대학교의 대표단과 FLOR/KOR 위원장과 탐파에서 온 Kimi Springsteen 박사

님께서 참여했습니다. 경기도는 Springsteen 박사님을 플로리다에 있는 경기도 국

제 개발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방문한 일자는 2010년 5월에 

있었습니다. 

 FLOR/KOR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세 개의 주를 이끌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에 방문한 일자는 2010년 5월에 있었던 사업 개발 회의였고 그 당시 

FLOR/KOR 대표와 고위 경기도 관리자들과 수원시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Premier Corporate(매년 $1000) 

 프리미엄 회원은 한국 합동회담 신청 시 수수료 특별할인 및 우선 등록 

 Premier corporate 회원은 대표단으로 최대 4명까지 등록 및 대표를 할 수 있

으며 이들은 한국 합동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스피커나 고위 정부 관료/비즈니스 사장, 한국 대사 및 총영사 등을 위한 VIP 

이벤트에 특별 초대장 발송  

 FLOR/KOR가 진행하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한해 특별 할인 

 FLORIDA-CHINA와 SEUS/JAPAN ASSOCIATION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자

동 초대장 발송 

 FLORIDA-CHINA와 SEUS/JAPAN ASSOCIATION의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공식 초대 

 프로그램 주최 및 스폰서 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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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R/KOR가 진행하는 행사에서 스피커로서 활동할 수 있음 

 신문 

 

일반 기업(Regular Corporate)(매년 $600) 

 특별 프리미엄 회원은 한국 합동회담 신청 시 수수료 할인 및 우선 등록 

 회원으로서 대표단으로 최대 2명까지 등록 및 자사를 대표하여 플로리다 대표

단에 합류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한국 합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자사 대표로 최대 2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스피커나 고위 정부 관료/비즈니스 사장, 한국 대사 및 총영사 등을 위한 VIP 

이벤트에 특별 초대장 발송 

 FLOR/KOR가 진행하는 이벤트 및 프로그램에 한해 특별 기업 할인 

 신문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zation(매년 $ 400) 

 행사 신청 시 비영리 단체 할인 

 신문 

 FLOR/KOR 행사 및 프로그램에 정식 초대장 발송 

 

개별적(Individual)(매년 $250) 

 신문 

 FLOR/KOR 행사 및 프로그램에 정식 초대장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