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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운영 회사



연 혁

• 2006 년 창립, 주제 “문화교류 무역상담”

• 2007 년 온라인 박람회 오폰

• 2008 년 문화산업의 인팩트있는 브랜드전시회로 선정됨,28개국 참가

• 2009 년 국제금융 위기에 수출 교역액이 처음 내수 교역액보다 적어졌음

• 2010 년 문화부와 절강성인민정부가 주최하는 국가급 유일한 수출형 전시회로 선정됨

• 2011 년 규모와 교역액은 최고치로 기록

부스수 3204개 35%성장，교역액 40억원이며 수출 계약 61% 로 48%성장

• 2012 년 전시 시공 디자인 개선,전시상품 품질 향상

중국(義烏)문화상품교역회는 문화상품교역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연 혁

• 2013 년 바이어 수 급증

108개국에서 온 외국바이어 5863명,해외 구매단체 40개를 포함한 9만명

• 2014 년 주최자 CCPIT를 추가해 새출발 도모

명칭을 박람회로부터 전시회로 변경

운영회사를 설립

전시내용을 "新업태,新기술,新상품,新개념, 新공예,新디자인" 인 문화신제품으로 구상

2015년 전시회 10주년 잦이하여 전국 중소문화기업 발전 포럼 및

중국 미술대학원생의 미출전을 개최

중국 문화 디다인 창조 전시 구역 배로 확대

중국 전통문화재(무형문화재)와 현대생활의 융합 전시구역 확대

중국 박물관 문화 창조 파생품 전시구역 확대

15개 나라와 지구 전시 참가, 전국 22개 성와 도시의 1184개 기업 참가

관람자 10.3만명,바이어수 2.3만명

중국(義烏)문화상품교역회는 문화상품교역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전시기간：2016년4월27일—4월30일

전시장소: 義烏국제박람중심

규모: 부스 2800개,면적 5.5만M²

관람자: 10만 명, 그 중 외국바이어 약 6000명

제11회 전시회 개요

부대 전시장소： 義烏국제 무역성、義烏디지털성、義烏출판물중심、

義烏골동품시장 、義烏창의원、중국義烏공업설계중심

문화상품과서비스의 전문적 글로벌 교역 플렛폼구축



전시품목

1.문화산업의”Six-New”문화상품: 新업태,新기술,新상품,新개념, 新공예,新디자인

((Internet Café, Movie Theater, Music Innovation, Family Entertainment,

New Culture Life, 3D Technology, etc.)

2.문화 창작 디자인 및 서비스 : 창작 설계, 공예 설계,광고 기획, 디자인 서비스등;

3.문화 예술 상품 및 저작권 교역: 우수한 예술 작품과 박물관,미술관 소장 작품의 파생 상품과 유명인사의 서화,

예술품 및 영화 드라마등 영상물 저작권 교역등.

4.공예미술상품: 전통적인 공예미술상품;

5.무형문화상품 : 전통공에류,미술류,한약조제,주류 양조(주류)등 무형문화상품;

6.문화오락상품설비 및 서비스:악기류,영상설비,엔터테인먼트설비 및 상품,문화산업 관련 장비기술을 위한 공공 서비스 플렛폼 등;

7.애니메이션 및 게임: 애니메이션 및 게임과 관련 파생품, 게임기기 등;

8. 소비류 문화 상품: 사무용소모품 , 인쇄 포장과 설계, 공예 장식품, 파티 용품,십자수 등;

9. 해외 문화 상품 : 해외 각 국가,각 분야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문화창작 상품 및 디자인 서비스 상품,연예기획사(연예기획상품) 등등.

제11회 전시회 개요



부스 배치도(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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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중국(義烏)문화상품전시회 1층약도



부스 배치도(2층)

제11회중국(義烏)문화상품전시회 2층약도

무
형
문
화
재



조립부스



참가비용

구분
요금

(인미폐.원)
다블오폰부스추가요금

(인민폐.원)

조립부스 3m*3m 8000원/9m² 600원/개

독립부스 (최소36m²) 800원/m² 600원/개



• 1. 중국문화산업청년창업창작인재양성계획관련행사

• 2.  중국미술가협회회원예술가 “Silk Road” 미술작품전시회

• 3. 중국독립설치 (국립)미술학원석사작품전시행사

• 4. 애니메이션및파생상품의디자인저작권무역상담회

• 5. 중국문화상품교역지수및중국문화기업경쟁력순위발표회

• 6. 義烏국제전자경기대회(IET)

• 7. 문화산업신상품신기술세미나

• 8.  바이어 1:1 상담회(비즈니스매칭)

• 9.  수상식: 공예미술상, 참가자우수상, 전시모집우수상

부대 행사



전시회 홍보

CCTV, SINA, SOHU, IFENG, BAIDU, GOOGLE, 중국문화사이트, 중국문화창작산업시이트, 중국에니메이션사이트
, 중국문화뉴스, 중국문회보를 포함한 100개 이상 공중매체에 광고나 보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합니다.

라디오 방송： FM93  FM95.5 FM106.2

TV 방송：Phoenix TV   Hongkong Asia Television 

CCTV-1  CCTV-news CCTV-4  절강성 위성방송 이
우시 상무 체널

인터넷：PR-Newswire  Baidu  Google  
Ifeng  Sohu  Sina  People  Xinhuanet  163 
bbs.cnyw.net
bbs.18qiang.com

오외 광고：이우시내 오외 간판광고\도매시장 간판광고\대중교통버스 및 역전
광고\호텔와 식당 홍보물 배포

공항 광고: 상하이\광주\항주\이우\홍콩\마카오

《文化用品與科技》《藝術與設計》 《動漫報》《浙江文化產業》《中外會展》《中國動漫周刊》
《發現資源·文化用品》《發現資源·工藝禮品》《中國書畫報》

공식 사이트\Weibo\Weisin\
FACEBOOK TWITTER  LINKEDIN

대중매체

전문간행물

뉴미디어

신문지：《中國文化報》 《文匯報》《聯合報》 《中國商人》 《義烏商報》《生活新報》《大公報》

www.orgcc.com  www.hmqqw.com  www.e-bq.com.cn  www.redocn.com  www.yiwugou.com
www.hc360.com  www.52design.com  www.keyin.cn  www.99ys.com



전시회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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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홍보



도매 점포 7.5만개

B2B 도매상 1.1만개

거주하는 외국 상인 1.3만명

B2C 수출입 업체 11.2만개

공급업자 21만개

義烏에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바이어 유치



1:1상담 구역을 설치합니다

바이어 유치



인트뷰 신청 첩수

인트뷰를 하기위 한 자료를 제출

전문 보도

특별한 서비스



전시기간

홍보행사 접수

행사에 대한호보와 보
드를 합니다.

행사 일정표를 현장
에서 배포하거나 방송

합니다.

행사 장소와 시설을
협조해드립니다.

특별한 서비스



참가한 나라

22개 성 와 도시

제10회전시회

면적:  7.1만 sqm 
부스: 3884개
기업:  1184개
나라:  15 개
관람:  10.3만명
바이어: 2.3만명
해외 바이어 : 6천명



거래금액50.67억원
국제무역금액32.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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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시회 참가 분야에 대한 분석



지난 전시회 방문 바이어에 대한 분석

바이어관심분야

전시된분야



2016-02-26

전시회를 참가했던 업체



지난 전시회：주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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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시회：한국 업체



지난 전시회：대만 참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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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시회：박물관 파생품 전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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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시회：소비류 문화상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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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전시회부대행사：디자인창작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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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전시회부대행사：자경기대회(IET)



항공편 버스 기차

義烏 공항은 베이징, 광쪼우,

선전, 샤먼, 정저우, 선양, 난

닝, 주하이, 허페이, 충칭, 하얼

빈, 다롄, 린이, 진장, 지에양,

쳥두, 쿤밍, 우루무치, 하이코

우 등 19개 항로가 운항중 이

며 1주당 90편 이상의 노선이

운영중입니다.

義烏 공항부터 국제전람센타

까지는약 20분거리입니다.

항공편상담전화
0086-579-96555

버스 노선은 전국 23성(시 및

자치구)에 연결되어 있으며,남

쪽으로는 광시성, 서쪽으로 운

남성 까지, 북쪽으로는 닝샤

노선 까지 있습니다. 杭金瞿

고속도로, 甬金 고속도로가

전체 구역을 관통하며 현재 각

지방노선은총340 개이상개

통되어있습니다.

義烏빈왕 타미널과 강동 타미

널부터 義烏국제전람센타까

지는약 5분거리입니다.

義烏 기차역은 매일 137대의

열차가 통과 및 정차 하고 있

습니다. 베이징, 광우주, 상하

이 등 전국의 핵심 도시에 직

통노선이있습니다.

義烏기차역 부터 義烏국제전

람센터까지 약 20분 거리 입

니다.

버스상담전화
0086-579-96233

철도열차상담전화
0086-95105105

義烏 오시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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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락처(IEF):

담당자: 채신

Tel: 0082-2-7117740

E-mail : ief7740@gmail.com

중국연락처: 절강성義烏시종택동로 35호도서관동쪽 1층

전화:0086-579-85415688/85415718

팩스:0086-579-85415701 

E-mail ： quh@sinaexpo.com

Web： www.ssofair.com 
文交会新浪微博二维码 文交会微信二维码

연락처

mailto:ief7740@gmail.com


中義국제전람(義烏)주식회사

Sinaean International Expo(Yiwu) Corporation Limited

Than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