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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용 섬유와 부직포 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거두고 있으며 아시지역의 전시회에서는
선두를 하고 있습니다. 2 년마다 개최되는 본 전시회에 광범위한 범위로 현대 섬유 기술과 산업용
섬유 및 부직포 산업 분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품목:


Bondtec (표면 및 접착 기술)



코팅직물



합성직물



부직포



파이버(Fibers) 및 원사



연구, 개발, 기획 및 컨설팅 기관, 협회



섬유 기술, 섬유 기계 부속품



출판사



직물(woven fabrics), 합사, 편물(knitted fabrics), laid webs

12 개 산업 분야 방문자:
농업용, 건축용, 부자재용, 의료용, 포장용, 운송용, 토목용, 공업용, 환경용, 보호용, 스포츠용,
가정용 등

전시회 수치 2012 년 – 2016 년

2016

13,085 명

12,496 명

67 개국 및 지역

61 개국 및 지역

480 참가사

2014

26 개국 및 지역

460 참가사
22 개국 및 지역

3개 홀

35,000 sqm

35,000 sqm

6개 국가 및 단체관

5 개 국가 및 단체관

상하이는 아시아 시장을 위한 소싱 허브로서, 기술 섬유와

해 줍니다.
귀사의 제품을 현지 시장에 소개하고 타깃 고객층에게 홍보하기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

중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그 지역에서 회사의 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사들의 전략을 파악하여 현재 산업의 트렌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산업 분야의 1 만 3 천명 이상 바이어들 방문하므로 신규
고객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

-

아시아 지역 또는 중국 바이어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연결 할 수
있는 기회

-

공동 장소 개회)

2012

62 개국 및 지역

437 참가사

2개홀
24,000 sqm

부직포산업 분야의 모든 주요 고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

(인터텍스타일

22 개국 및 지역

3개 홀

전시 참가 이유:
-

19,066 명

세미나를 통하여 중국 시장 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중국
또는 아시아지역의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
문의처:
메쎄프랑크푸르트코리아㈜
T. 02 – 775 - 2280
서희종 유니트장 John.seo@korea.messefrankfurt.com
이가윤 사원 Gwen.lee@korea.messefrankfurt.com

6개 국가 및 단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