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박람회
산업시찰 전문 여행

마이스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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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 마스터코드
한눈에 보기
대표지역 마스터 코드

마스터코드
3번째자리

마스터코드
4~6 번째자리

사업분야

서유럽

EW

A01

전기 전자 반도체

동유럽

EE

A02

기계 금속 자동화기기

일본 후쿠오카

JK

A03

건석 냉난방 하드웨어

일본 오사카

JO

A04

자동차 운송 물류

일본 도쿄

JT

A05

섬유 패션 신발 피혁

중국 북경

CB

A06

의료 바이오 복지 실버

중국 상해

CC

A07

인터리어 가구 목재 조명

중국 광저우

CS

A08

식품 음료 호텔 케터링

홍콩

CH

A09

화장품 미용

미주 워싱턴

HE

A10

가정용품 소비재 유아용품

라스베가스

HW

A11

환경 화학 에너지 태양광

A12

포장 타이어 플라스틱

A13

방송 악기 영화

A14

조선 해양 항공 우주

A15

도서 인쇄 교육기자재

A16

광고 그래픽디자인

A17

광학 분석기기 실험기자재

A18

문구 완구 사무기기

A19

보안 안전설비 방위산업

A20

스포츠 레저 낚시 골프

A21

시계 유리 귀금속 악세서리

A22

용접 절단 계측제어

A23

농축수산업 원예 애완동물

A24

무역 컨설팅 부동산

A25

해외의료 학회

P90

학교관련행사

P99

인센티브

EX) 2015년 10월 13일 출발,
상해 섬유직물박람회
CCEA05151013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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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마이스란?
전 세계 유수의 대규모 박람회, 학회, 산업시찰 전문 서비스를 보다 경쟁력 있게 제공하고 고객의 니즈에 따른
맞춤 일정을 제안하는 등 테크니컬 비짓(Technical visit) 행사를 전담합니다.

해외 학회
•해외출장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출장규정의 제안
•선호 항공사 및 호텔과의 협상 대행

Meeting

Convention
국제 회의
•하드블럭 염가 제공
기획상품 운영
•연간 2000여 이상의
해외박람회 정보 제공
•PCO 사업자와의
부스임차 대행 사업
•CES, CEBIT, MEDICA,
CANTON FAIR
등의 운영 사례

해외 유명 박람회 전시 사업
•하드블럭 염가 제공
기획상품 운영
•연간 2000여 이상의
해외박람회 정보 제공
•PCO 사업자와의
부스임차 대행 사업
•CES, CEBIT, MEDICA,
CANTON FAIR 등의 운영 사례

Exhibition

Incentive

인센티브(포상) 여행
•창의적인 국제회의 운영 사례
•행사장 위탁운영 및 최신기자재 도입
•전 세계 30개 글로벌 네트워트 인프라 구축

마이스 용어 설명
▶오더메이드(Order made) 해외 학회 및 의료 학회를 고품격 맞춤형 제작 프로그램으로 운영. 차별화된 VIP 의
전 및 수송체계 보유
▶엑스포 텔(Expo Tel) 1명부터 항공, 호텔을 포함해 실시간 예약을 통한 출발 확정가능 상품
▶다이나믹 팩(Dynamic Pack) 2인부터 출발하는 신개념 비즈니스 출장 팩 *단거리 30일 전 예약, 장거리 45일 전 예약
▶산업시찰•해외연수(industrial inspection•overseas study) 지자체, 기업체 대상 시찰 및 방문 프로그램
▶참관자(Observer) 박람회 전시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방문하는 내방객
▶참가자(Participant) 박람회장 내에 부스를 유치하고 있어 참관자에게 본인의 상품을 알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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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JANUARY

세계 주요 박람회

3월

MARCH

라스베가스 전자제품 박람회 CES

동경 식품 및 음료 박람회 Foodex Japan

미국 최대 규모의 전시회 중 하나로 세계 최대 IT•전자 업체들이 대거 참가하여 신제품을 시연하
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매년 삼성, LG, 기아 등 대표적
인 LEADING 기업을 비롯하여 약 150여 기업이 참가하며 북미 및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
고 있을 만큼 국내 출장수요가 가장 높은 박람회입니다.

아시아권 최대 식품 박람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박람
회입니다. 일본 식품 및 식재료의 안전위생을 내세워 고품질, 혁신적인 가공 식품류 등을 선보이며,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웰푸드 중심에 ‘헬시&뷰
티’ ‘신 메뉴 제안’ 코너 등이 새롭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시장소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LVCC)
홈페이지 www.cesweb.org
전시규모 3,200여 기업 출품, 15만명 참관
전시품목 스
 마트폰, 스마트 OLED TV, 3D TV홈네트워크, 태블릿 PC, 노트북, 데스크탑 PC, 게임
기, 백색 가전제품, 디지털 이미징 제품, 차량용 멀티미디어 기기 등 다양한 신규 소비재
전자제품

전시장소 마쿠하리 메쎄
홈페이지 www.jma.or.jp/foodex
전시규모 2,550여 기업 출품, 7만명 참관
전시품목 식품농산물(무가공, 냉동, 건조), 농산가공품, 곡물, 축산물, 유제품, 수산물, 육가공품, 수
산 가공품, 유기재배식품, 조미료, 향신료, 베이커리, 디저트, 음료, 알콜음료, 커피, 건강
제품 등

2월

FEBRUARY

4월

APRIL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콘그레스 Mobile World Congress

하노버 산업전 Hannover Messe

전 세계 스마트폰, 휴대전화 제조기업 및 이동통신사들의 연합기구인 GSMA가 주최하는 세계 최
대 규모의 이동•정보통신기술 박람회로써 다수의 제조사별 운영체제로 인한 응용프로그램 및 서
비스 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은 전시품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플래닛’ 전용관
을 통하여 다양한 APP 응용프로그램들을 선보여 혁신적인 SW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관련전시
등을 관람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기계 관련 최대 박람회로서, 금년도에는 통합산업 (Integrated Industry)이라는 테마로 산업 간
네트워킹과 통합으로 비용 절감 효과, 제품의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무역의 장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산업전반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분야가 개최되므로, 많은 업체
분들이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소 피라 그랑 비아
홈페이지 www.mobileworldcongress.com
전시규모 1,400여 기업 출품, 7만명 참관
전시품목 스마트폰, 모바일 통신기기, 모바일 설비기기, 모바일 중계기기, 모바일 컴퓨팅, 모바일 TV
솔루션, 네트워크 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DRM, S W, WiBro 기기 등

It’s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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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소 하노버 메쎄 상설전시장
홈페이지 www.hannovermesse.de
전시규모 4,872여 기업 출품, 18만명 참관
전시품목 건축, 건설, 빌딩, 계측제어기기, 고무, 플라스틱, 공작기계, 과학, 기술, 기계류, 에너지, 엔
지니어링, 자동화, 로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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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세계 주요 박람회

MAY

7월

JULY

상해 식품 박람회 Sial China Shanghai

동경 사무용품 박람회 International Stationery & Office Products Fair Tokyo

세계 최고의 식품 및 음료 박람회인 PARIS SIAL의 아시아 버전입니다. 매해 20% 성장세를 이어가
고 있으며, 국제적 비즈니스 미팅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은
물론 PB제품, 유통, 서비스 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공식품 수
출이 빠른 증가를 보이는 만큼 많은 한국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OT는 모든 문구, 종이제품, 오피스용품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아시아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입니다.
디자인 스테셔너리 월드, 아트 & 크래프트 존을 비롯한 6개의 특설 존이 설치되어 원하는 제품을 직
접 만져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비교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유럽, 미국, 아시아권 등
전세계의 주요 수입 대행사 및 도매상, 유명 소매 업체의 바이어가 현장에서의 주문 및 비즈니스 파
트너 발굴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소 상해 신국제전람 중심
홈페이지 www.sialchina.com
전시규모 2,200여 기업 출품, 4만명 참관
전시품목 유
 제품, 계란, 육류, 절인 육류, 반가공 해산물, 과일, 야채, 말린 과일, 제과 및 제빵, 즉석
식품, 통조림 식품, 냉동 식품, 다이어트 식품, 건강식품, 식용유, 와인, 주류, 커피 및 차 등

전시장소 동경 빅사이트 전시장
홈페이지 www.isot.jp
전시규모 600여개 업체 참가, 640,000여명 참관
전시품목 문구, 종이제품, 오피스용품

6월

JUNE

8월

AUGUST

광저우 조명산업 박람회 Guangzhou International Lighting Exhibition

모스크바 모터쇼 Mims Automechanika Moscow

전광저우 국제 조명 전시회는 1996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최대 조명 박람회로 등극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에너지 보호를 위한 노력과 더욱 높은 효율의 광원 기술로 변환하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반면 중국 및 아시아 조명/LED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나 가
장 큰 조명기구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독일 메쎄 프랑크푸르트가 주관하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Automechanika는 자동차 부
품, 설비기술, 정비기술, 세차 기술과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장소 중국수출입 상품교역회 전람관
홈페이지 guangzhou-international-lighting-exhibition.hk.messefrankfurt.com
전시규모 220여 기업 출품, 7만명 참관
전시품목 액
 세서리 및 전자 부품, 장식 조명, 전기 조명, LED 기술, 라이트제어, 관리 및 측정 시스
템, 가벼운 생산 및 측정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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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엑스포 센터
홈페이지 automechanika-russia.messefrankfurt.com/moscow/en/visitors/
russian-language-territory/about-moscow.html
전시규모 1,127여개 업체 참가, 32,018 여명 참관
전시품목 액세사리 및 튜닝, 자동차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자동차 수리 및 유지보수, IT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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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SEPTEMBER

세계 주요 박람회

11월

November

홍콩 쥬얼리 & 젬 페어 Hongkong Jewellery & Gem Fair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Medica Dusseldorf

세계 3대 보석 전시회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얼리 전시회입니다. 두 개의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주얼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무역 전문 전시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박람회로, 최신 의료기술 및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
다. 이 박람회에는 전세계 약 115국가의 의사, 병원 경영인 등 의료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부스에는 각국의 바이어와 투자자
가 방문하여 의료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를 만나고, 다국적 기업들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
가 마련됩니다.

전시장소 아시아 월드 엑스포(AWE), 홍콩 컨벤션 센터(HICEC)
홈페이지 exhibitions.jewellerynetasia.com/9jg
전시규모 3,600여 기업 출품, 5만명 참관

전시장소 뒤셀도르프 페어그라운드
홈페이지 www.medica-tradefair.com
전시규모 5,237여 업체 참가, 130,643여명 참관
전시품목 의료공구, 진단기기, 각종서비스, 전자의학, 전문서적, 병권건축 관련기술, 통신장비, 병
원 설비, 병원관련용품, 병원시설, 병원관리, 실험실 시설, 실험실장비, 실험실기구, 실험
실 기술, 의료기기 등

10월

OCTOBER

12월

DECEMBER

광저우 무역박람회 Canton Fair

상해 마린텍 차이나 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광저우 무역박람회는 매년 봄과 가을 시즌에 광저우에서 개최되며, 최대 규모, 최고 등급, 상품 품
목들이 다양하고 많은 지역으로부터 찾아온 비즈니스 상인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거래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신뢰성이 가장 우수한 종합성 국제무역회의입니다. 수출입 무역을 위주로 무역방식이 다
양하며 전통적인 샘플 기준 거래 외에 온라인 교역회도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제기술합작과
교류 및 상업검사, 보험, 운송, 광고, 컨설팅 등 업무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양 무역박람회가 상해에서 개최됩니다. 조선기자재 및 해양기술 관련 산업의
빠르고 거대한 중국 시장을 파악하고, 최근 산업동향 분석, 획기적 아이템 창출, 신 바이어 개척, 제
품 프로모션, 고부가 가치 사업창출의 유일한 국제적 기회가 제공됩니다

전시장소 중국수출입 상품교역회 전람관
홈페이지 www.cantonfair.org.cn/en
전시규모 24,751여 업체 참가, 220,000여명 참관
전시품목 전
 제제품 및 가전류, 금속공구류, 기계장비류, 자동차 및 부속품류, 건재류, 인테리어, 조
명류, 화학제품류, 건축재료, 욕실용품 등

전시장소 상해신국제전람중심
홈페이지 www.marintecchina.com/en-us
전시규모 1,650여 업체 참가, 50,888여명 참관
전시품목 조선 및 조선기자재, 선박 설계 및 건조, 선박기계, 선박 엔지니어링, 엔진 및 부품, 해양 장
비, 해양 환경 및 안전, 해양구조장비, 해양공급 및 물류, 항법 및 통신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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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

일본▶동경

MINGDE GRAND
HOTEL SHANGHAI

GRAND PACIFIC LE
DAIBA HOTEL

★★★★★

★★★★★

Mingde Grand Hotel Shanghai는 자베이(Zhabei) 구에 위치하며, 인민

GRAND PACIFIC LE DAIBA HOTEL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20분, 비

광장(People’s Square)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푸동

즈니스 중심 지구와는 15분 거리에 위치해 어떤 목적에도 이용하시

국제공항(Pudong International Airport)까지는 차로 45분, 홍차오 공항

기 편리합니다. 특히 도쿄 최대 컨벤션 센터인 Tokyo Big Sight도 가

(Hongqiao Airport)까지는 차로 20분이 각각 소요됩니다. 자베이 지역

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은 비즈니스, 건축물, 박물관등의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GRAND PACIFIC LE DAIBA HOTEL

MINGDE GRAND HOTEL SHANGHAI
•호텔등급 5성급
•객실타입 288개 객실
•교통정보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전시장 까
지19Km, Hongqiao Airport 까지 20Km, 시내중심까지
25분 거리
•편의시설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호텔등급 5성급
•객실타입 884개 객실
•교통정보 Tokyo Big Sight 전시장 까지3.2Km, Haneda Airport
까지 10.9Km, 시내 중심에서 약 25분 거리
•편의시설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호텔 정문에서 하네다/ 나리
타 공항 직통 리무진 버스 운행 (유료), 호텔 내부 편의
점 24시간 이용 가능

Holiday Inn
Shanghai Hongqiao

TOKYOBAY ARIAKE
WASHINGTON HOTEL

★★★★

★★★

Holiday Inn Shanghai Hongqiao는 홍교 공항근에 위치한 4성급 비즈

도쿄 국제 전시장에서 TOKYO BIG SIGHT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

니스 체인 호텔로 다양한 편의시설이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

는 호텔입니다. 도시 리조트형 호텔로 수준 높은 서비스와 편리한 시설

객들에게 인기 호텔입니다

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과 비즈니스객 모두에게 적합한 곳
으로 편안한 객실 환경 및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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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Inn Shanghai Hongqiao

TOKYO BAY ARIAKE WASHINGTON HOTEL

•호텔등급 4성급
•객실타입 288개 객실
•교통정보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전시장까지
36Km, Hongqiao Airport 까지 4Km, 한인타운과 인접
및 주변 편의시설과 번화가 위치
•편의시설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피트니스 센터, 스파 트리트먼
트, 실내 수영장 운영, 비즈니스 센터 이용 가능 (회의실,
티켓서비스 및 투어 데스크

•호텔등급 3성급
•객실타입 830개 객실
•교통정보 Tokyo Big Sight전시장까지 300M, Haneda Airport까
지 14Km, 시내 중심에서 약 30분거리 위치
•편의시설 전 객실 무료 Wi-fi 제공, 호텔 내부 편의점 24시간 이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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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독일

독일

MARITIM KONFERENZ
IN DARMSTADT
★★★★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공항 근처에 위치한 이 호텔은 비지니스와 컨퍼런스 목

하노버

베를린

적의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호텔입니다. 프랑크푸르트 무역센터가 바
로 근처에 있고, 유명한 건축물 및 쇼핑몰을 비롯하여 주요 관광지와

뒤셀도르프

문화시설도 쉽게 이동가능합니다

쾰른
프랑크프르트

MARITIM KONFERENZ IN DARMSTADT
•호텔등급 4성급
•객실타입 352 개 객실
•교통정보 Messe Frankfurt전시장 까지 30Km, Frankfurt Fair에서
25Km 위치, 시내 중심에서 약 30분거리 위치
•편의시설 비즈니스 센터 이용 가능 (미팅룸, 컨퍼런스룸), 다개국
어 구사 가능 스탭

BEST WESTERN Leoso
Hotel Leverkusen in
Leverkusen
★★★★
이 호텔은 Leverkusen 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관광명소들
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있고, 공항까지 15km, 기차역까지 0.3km,
박람회장까지 12km 떨어진 거리에 있어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뉘렌베르크
뮌헨

▶독일 박람회 산업의 특징
•독일은 전세계 박람회 산업의 메카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메이저급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한국관 및 개별참가 지원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기업이 참가합니다.
•한국기업 출장 참관객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개최 도시별 박람회 특징
•도시별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산업 분야가 상이하며, 도시의 특장점에 걸맞은 산업을 집중 육성
•하노버 기계산업, 물류설비, 정보통신, 축산업, 상용자동차, 바이오 등 강점
•뒤셀도르프 의료설비, 실버복지, 배관기술, 캠핑용품, 신발, 플라스틱, 인쇄 등 강점
•쾰른 식품, 가구, 치과설비, 게임, 정원용품, 피트니스용품, 유아용품 등 강점.
•뮌헨 건축건설, 스포츠용품, 아웃도어용품, 태양광, 분석기기, 환경, 전자부품 등 강점
•프랑크푸르트 가정용직물, 묵구, 소비제품, 냉난방설비, 건축조명, 자동차, 악기 등 강점
•베를린 관광, 철도설비, 가전제품, 농산물, 상하수도설비, 건축 등 강점
상담 포인트

BEST WESTERN Leoso Hotel Leverkusen in Leverkusen
•호텔등급 4성급
•객실타입 200 개 객실
•교통정보 Cologne exhibition centre전시장까지 12Km 위치,
Koeln Bonn Airport 에서 15Km 위치, 시내 중심에
위치
•편의시설 공공장소 무선인터넷객실, 무선인터넷, 비즈니스 센터
이용 가능 (미팅룸, 컨퍼런스룸)

•독일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박람회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참관하는 방문객을 위하여 박람회
입장권 구매 시 해당
•개최 도시에서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에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운영합니다. 단, 특정지역에 한함
•독일 고속철도인 DB(도이치반)를 거의 모든 도시 공항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어 타 도시로 혹은 시내까지
의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메이저급 박람회 개최 시 이용 호텔 뮌헨 기본 90분 거리, 아우구스부르크 등 쾰른&뒤셀도르프 기본 60분 거
리, 에쎈 등, 하노버 기본 60분 거리, 고슬라 & 괴팅겐 등, 함부르크 기본 60분 거리, 브레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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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국

시애틀
밀라노
디트로이트

볼로냐

뉴욕

시카고

피렌체
라스베가스
LA

로마

워싱턴
애틀란타

▶미국 박람회 산업의 특징

▶이탈리아 박람회 산업의 특징
•이탈리아는 2005년 이후를 기점으로 서로 호환이 가능한 산업분야간에 통합개최가 발빠르게 진행되었으
며, 박람회 주 최사들에 민영화를 통하여 보다 발전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예술적 가치와 전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감각을 필두로 패션, 미용, 가구, 피혁 등
에 박람회에 전세계 수많은 바이어들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별 박람회 특징
•도시별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산업분야가 상이하며, 도시의 특장점에 걸맞은 산업이 집중 육성
•밀라노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기계산업, 물류설비, 정보통신, 냉난방설비, 피혁,
가구, 조명, 광학, 가방, 보안설비, 포장설비 등 강점
•볼로냐 미용, 화장품, 아동도서, 금속, 휘트니스설비, 의료기기, 신발 등 강점
•피렌체 패션의류, 아동복 등 강점 •로마 치과의료기기 등 강점
상담 포인트

•미국은 2005년 이후 경기 성장률 하락과 함께 박람회 산업도 성장률 둔화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의 거대 소비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의 박람회 참가는 반대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국기업에서의 초청바이어들인 동남아, 서남아 그리고, 중동지역의 수많은
참관객이 동반되어 박람회의 고객서비스 및 숙박, 요식업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산업은 오히려 성장세
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최 도시별 박람회 특징
•도시별로 개최되는 박람회에 산업분야가 상이하며, 도시의 특장점에 걸맞은 산업이 집중 육성
•라스베이거스 가전제품, 건축건설, 건설중장비, 보안설비, 방송장비, 패션의류, 점포설비, 소비제품, 애완용
품, 자전거, 식품, 미용, 화장품,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강점
•시카고 냉난방설비, 호텔케이터링, 식품, 방사선기기, 분석기기, 포장설비, 플라스틱 등 강점
•샌프란시스코 반도체, 태양광, 선물용품 등 강점
•뉴욕 미용,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 치과의료기기, 사무용품, 자동차 등 강점
•마이애미 & 올랜도 위락시설, 보트, 골프용품, 의료기기, 플라스틱 등 강점
•애너하임 (악기 & 천연식품 & 아웃도어), 워싱턴DC (방위산업), LA (게임) 등 강점
상담 포인트

•이탈리아는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주 3회 밀라노와 로마(이원구간 스톱오버편) 만 운항하고 있어 대형 박람회
개최기간에는 항공블럭 확보 유무가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대형 박람회 개최 시에는 취리히에서 차량으로 약 5시간 이동하는 코스도 판매되고 있으며, 볼
로냐에 경우 독일항공이나에어프랑스 경유편을 이용하여 개최기간 6개월 이전 부터 판매하기도 합니다. 피
렌체는 밀라노 직항편을 이용하여도 차량 이동거리가 원거리인 만큼 90% 이상이 유럽항공 경유편을 이용
하여 참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급 박람회 개최 시 이용 호텔 (밀라노 기본 60분 거리, 베르가모 & 몬차, 볼로냐 기본 40분 거리, 모데
나 피렌체, 기본 30분 거리, 프라토 등)
•로마 시내에서 4성급 이상 호텔숙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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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는 달리 숙박 및 교통 인프라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플로리다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항편 연결
이 가능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용하는 차량 이동 루팅
•라스베가스 박람회일정 진행 가능
•애너하임 박람회일정 진행 가능
•샌디에이고 박람회일정 진행 가능
•샌프란시스코 박람회일정 & LA 관광일정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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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식 방문

국내 최초 박람회 다이나믹팩 출시

다이나믹 팩이란?

분야별•국가별 다양한 맞춤 공식 방문 가능합니다

기존 기획상품은 최소인원이 안될 경우, 행사 진행이 안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2명부터 무조건 출발확정이라
는 상품을 출시 하였습니다. (단거리 30일전 예약, 장거리 45일전 예약시 무조건 출발, 단, 예약 후 3이내 발권
시) 하나투어 해외박람회 상품은 사전예약시 무조건 출발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상품특성으로, 최소인원 미달
시 출발 불가라는 인식을 탈바꿈 하였습니다. 유사한 항공 출발시간대를 현지에서 그룹으로 조인하는, 소수 출
발 가능 상품입니다. 메인 산업분야(기계,자동차,플라스틱,식품,미용,보석,전자,의료)에 한하여 박람회 기획상품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분류

공공기관

공업

국제 이벤트

소분류

교육

국제 메가 이벤트
(올림픽,월드컵,엑스포 등)
관광 VVIP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

문화

VIP 의전수행

공연 프로그램 기획

브뤼셀

공업

제네바

교육

파리/스트라스부르

농, 축산업

도쿄
런던/암스테르담

문화

독일

뉘른부르크

미용 및 패션

일본

아이치

대학교

독일

베를린 / 드레스덴

독일

뮌헨

오스트리아

빈

음식

스톡홀롬

건축

스위스/영국

루체른/런던
델프트/피렌체*로마

환경

환경

네덜란드/이탈리아

미용 및 패션

미용

이탈리아

밀라노

비즈니스

유통

일본/프랑스

도쿄/파리

사회복지

노인복지

덴마크/독일

코펜하겐/아우구스부르크

스포츠

축구

영국

멘체스터*외

음식

와인

프랑스

본느

독일 / 스위스

뮌헨 / 취리히

에너지

네덜란드/스웨덴

암스테르담/스톡홀롬

폐기물처리

독일/스위스/핀란드

프랑크푸르트/취리히/헬싱키

환경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벨기에

영국 / 네덜란드

의료

세계 엑스포

도시

보안

농•축산업
도시개발

나라

공식방문시 유의사항
➊ 현지 방문날짜는 주말 , 공휴일, 현지의 경축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방문가능합니다.
➋ 지정된 시찰지가 승인 어려운 경우, 대체 시설로 제안해 드립니다
➌ 통역비용과 방문지 수배 비용은 투어피와 별도로 추가됩니다.
➍ 방문확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출발 전 1-2달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➎ 방문지를 수배하기서는 방문하시고자 하는 목적, 소속,직함등이 필요하며, 공문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방문지명과 수배가능여부 진행시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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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마이스
Q &

Q

희망하는 박람회 참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www.hanatourmice.com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최기간, 개최장소 및 전시품목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연간 2,000여 개 해외박람회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하나투어 박람회 참관상품은 언제 예약해야 할까요?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는 최소 45일~최대 7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중에 있으며, 유럽 및 미
주는 최소 90일~최대 15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중에 있습니다.

Q

하나투어 박람회 참관상품 여행경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본적인 항공, 호텔, 교통, 가이드, 식대는 물론 박람회 입장권과 항공 유류할증료 그리고, 현지 가
이드 및 기사 TIP 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정규일정이 끝난 후 리턴 연장이 가능한가요?
예약 전 여행사를 통하여 좌석 가능여부 확인 후 항공사별/좌석 상황별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Q

박람회 현장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출발 전 여행사를 통하여 사전 예약만 해주시면 확정된 추가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Q

1명만 참관을 할 경우 룸메이트도 배정 받을 수 있나요?
타 업체 참관객과 성별이 같은 고객 중 연령대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룸메이트를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Q

예약자 중에 대표님이 출장을 가셔서 호텔 업그레이드와 의전행사가 가능한가요?
호텔 업그레이드, 고급 세단차량 렌탈, 드라이빙 가이드, 통역원, 고급 레스토랑 사전예약 등 고객의
편리에 맞추어 행사진행이 100% 가능 합니다.

Q

하나투어 박람회 참관상품 여행일정에 관광도 포함되어 있나요?
행사 도시 및 이웃한 도시에 유명 관광지를 반나절 이상 탐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Q

하나투어 박람회 참관상품 예약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여권사본과 명함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명함은 입장권 신청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해외박람회에 직접 출품을 하고 싶은데 하나투어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서는 KOTRA www.gep.or.kr 에서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공지사항
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 참가지원 정책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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