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세계조선해양산업의 메카
경상남도에서 펼쳐지는 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시장동향, 조선해양산업계, 경상남도 정책의

2016. 9.26 (월) ~29(목) 창원컨벤션센터(CECO)

통합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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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조선 및 해양에 관한 국내 최고의 비즈니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세계 조선해양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전시부스 참가

대한민국 조선해양산업의 50%를 차지하는 제1의 조선해양산업지

경상남도에서 Global Business의 꿈을 이루십시오.

Ⲽ 참가비 무료
관련업계 부스 무료제공
참가 규모 (전시품 / 중량물) 에 따른 부스제공
화물운송 일부지원

The Benefits of

참가절차

2016
세계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는 조선소와 1,060여개 조선해양산업체가 입지한 경남에서 개최
전세계 40여 개국 30,000여 명이 관람하는 수준 높은 조선해양산업 전시회

참가신청
(E-mail 접수)

참가업체
접수/ 등록

부스 제공내역

LNG선, 해양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기자재 중심에 특화된 전시회로 도약
구매력 높은 바이어 유치 등 비즈니스 중심의 수출상담회 운영

제공내역

수준높은 국제 컨퍼런스로 글로벌 시장동향 및 최신정보 교류 기회 제공
참가업체 및 바이어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제공

참가 완료

부스제공/ 배치

공통내역

조립부스

독립부스

부스벽체, 인포데스크 1ea , 의자 1ea, 상호간판,
형광등(20w), 바닥파이텍스, 전기 1kw(220v)

부스 면적만 제공

- 전시회 디렉토리 게재, 뉴스레터 및 홍보, 야간경비
- 참가신청순서, 부스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스위치 배정

참가업체와 바이어와의 만남을 위한 갈라 리셉션 개최

개요
명 칭 2016 국제조선해양산업전 (Marine Tech Korea 2016)
기 간 2016년 9월 26일(월) ~ 29일(목)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조립부스 예

규 모 10개국 125개사 250부스 이상
주 최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독립부스 예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김해시, 거제시, 하동군

주 관 (재)경남테크노파크
구성 및 품목

일 시 2016년 9월 27일(화)~28일(수)

• 조선소 및 조선기자재, 선박항해장비 : 조선소, 조선기자재, 조선소 생산설비, 엔진 및 기관 설비, 선박항해 장비, 해양 통신

장 소 CECO 전시장 내 수출상담회장

보안장비, 해양오염 제거 장비 및 환경기술 등
• LNG, 가스, 그린쉽, 해양플랜트 기자재 : LNG용 펌프, 압축기, 밸브, 해양플랜트 관련 기자재 및 장비 등
• 해양, 항만, 물류, 해양에너지 : 해운, 항만자동화 설비, 물류시설 및 장비, 운송관련 장비 및 시스템 등
• 조선 IT :항해 운항 시스템, BMS / DPS 등의 자동화 시스템, 선박용 이동/위성통신 기술, 무선항법 레이더 기술 등
• 안전구조장비 : 해양안전 및 소방장비, 무인구조장비, 응급상황대처기 등

동시행사
• 비즈니스 프로그램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컨퍼런스 : LNG ·가스분야 컨퍼런스 , 대형조선사 특별초청강연, 조선해양 발전포럼
ICT융합, 해양플랜트 기술정책, 투자유치 설명회 등 다양한 컨퍼런스

내 용 해외 초청 바이어 80여명 수출상담, MOU체결 진행
오일메이저사, 조선해양분야 해외 유수업체와 국내 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 간 1:1 수출 상담기회 제공

수출상담회 일정 1회 상담시간 = 50분, 총 7회 구성 예정
시 간
09:30~10:00
10:00~12:00
12:00~13:00
13:00~18:00

내 용
바이어 등록 및 명찰 배부
1:1 수출 상담회
점심식사
1:1 수출 상담회

· 참가업체 - 바이어 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정확한 매칭 테이블 구성으로 참가 만족도 극대화
· 참가업체 추천 바이어 초청지원 (우선섭외 및 항공 / 숙박 일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