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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족집게 동영상강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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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상공회의소 한국상품박람회 대뉴욕지구 한인[뉴욕 중앙일보] 

기사입력: 03.14.06 09:52

상공회의소(회장 이명석)가 오는 5월21일 낮 12시부터 6시까지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제1회 한국상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한국의 특산물이나 제품 등을 전시.판매할 계

획이다. 

 

이명석 회장은 "모국 상품 이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상품 박

람회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분기별로 전시회를 열어 다양한 한국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

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5월 플러싱에 이어 8월에는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상공회의소는 12일 제14대 임원진을 확정했다. 부회장에 성기범(대외).손인자(문화).송정

훈(보험).양승걸(무역).이승원(인터넷).임승영(법률).리처드 조(부동산).조현주(교육)씨가 선임

됐다.  

 

또 회원 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단체 명칭을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Greater New York)로 바꿨다. 

 

이중구 기자 

 

MBC 뉴스데스크 ̀ 미네르바에 한 수 배워라` 

흡연자도 □□□□ 먹으면 폐암 예방 가능 

[미국Talk] 보고서에 자주 쓰이는 용어 

 

남편이 아내보다 잘 벌어야 된다? 조사해보니… 

美 GM 부도나면 250만명 길거리로… 

[blog] 무비자라고 무작정 미국 온다는 분들! 

 

故최진실 49재 현장

탑.디자인 GoTopDesign.com
NY NJ 광고 및 웹사이트 전문제작회사 Marketing, Design & Communication

Top 50 미국 고등학교 2008 PrepReview.com
MIT 하버드 스텐포드 대학 입학기준 미국 명문 1-50위 고등학교 순위 평가

외환거래 FX로 재테크한다 www.FXGOAL.com
하루수익은 투자대비 1~3%의 Goal~ 수수료무료, 무료연습계좌로 훈련을

 

쉽고 불황 없는 닭농장!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귀국이사전문 우진쉬핑! 1-888-423-2424

김지니의 행복 발전소! 종합오락&시사정

보 프로그램  

행복충전 1230

한인은행들, 자본력 커진다.

한인 대학생 3명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져

 무비자 부작용…'원정 출산' 급증 우려

 조성민 '아이들만 만나게 해 주면 재산 권리 다 넘...

 LA 주택가격 사상 최고 하락

 무비자…기러기 엄마 장기체류 어려워 '홈스테이·...

 산불 피해 한인주택들은…보험 때문에 두번 '속탄다'

 '무비자로 와도 입국 못할 수도' LA공항 입국심사 ...

 “미 자동차 빅3, 사람들 원치 않는 차 잘 만들어” 

 '차 한대 사면, 두번째는 1불' 딜러 불경기 판촉전략 

조성민 “진심이 받아들여 지지않아 상처 받았다” 
최진영 `가장인만큼빨리몸추 겠다`

나의 블로그 친구, 당신은 누구십니

까? 

나를 친구로 삼고 매일 나에게 다정한…

 직장동료에게 한국 사진들을 보여줬더니... 

 사우스 웨스트, Thanksgiving fares for s shor.. 

 [뉴욕 브룩클린]풍부하고 진한 아이스크림, 브룩...

서시

진달래꽃

순수 한국파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롱티보 콩...

미성년자 술판매 기록, 영주권에 영향?

CH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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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벼~!

앙탈 부리는 요보비치

신기한 자동차들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국제운전면허증과 보험

형사고소의 공소시효

통역 없이 '나홀로' 영어로 말하기!

22살, 최연소 갑부 모델 1위는? 

♧157cm 에바 롱고리아의 황금비율 몸매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안내  |   업체무료등록/수정 안내  |   업체정보 삭제요청

 

통역/번역 

비즈니스컨설팅 

Better Comm.

 

의학기술전문 

The Walter Jay 

Institute

 

정확한 판단 

올바른 선택 

홍은진 변호사

 

24년 전통의 

한국 장의사  

맞춤형 치료법 

성우당 한의원  

중,장거리 

시간 대절 

25시 택시

 

이민법 전문가 

이경희 변호사

회사소개 | 인재채용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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