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전회  한국 상품 박람회 상황 소개



       

   한국 상품 박람회는 2012년으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5차례 개최된 바 

있으며 중국 국내 중요한 중·한 경제 무역 협력과 교류의 플랫폼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산동성과 한국의 정부 부서, 경제 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다차원, 

전방위적인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중·한 자유 무역 지대 효과를 확대하는

데 촉진 역활을 발휘하였다. 

   5 차례 박람회의  총 전시 면적은 누계 기준으로  12.74만 평방미터에 달

하고 참가 업체수는  1660개에 달하며 전시회에 참관하러 오신 관객 수는 

34만 명에 달하고  현장 교역액은 누계 기준으로 22.5억 위안에 달했다.

전회 전시회의 기본 상황



v기간： 2012. 7.7-7.9              장소：제남순경국제회전중심

v주최：한국무역협회、산동성상무청、제남시인민정부

v전시 면적：2만 여 평방 미터     참가 업체 수：237개    교역액：1억 위안

2012 제1회（제남）한국 상품  박란회



2013 제2회（제남）한국 상품 박람회

v기    간： 2013.6.12-6.13              

v장    소：제남순경국제회전중심

v주    최：한국무역협회

v                산동성상무청

v                산동성무역촉진위원회

v                 제남시인민정부                 

v전시 면적：2만 여 평방 미터   

v참가 업체 수：326개

v교역액：1.7억 위안



v기    간： 2014.7.11-7.13              

v장    소：제남순경국제회전중심

v주    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동성상무청 

v               산동성무역촉진위원회、

v               제남시인민정부

v전시 면적：2만 여 평방 미터   참가 업체 수：327개

v교역액：5.3억 위안

2014 제3회（제남）한국 상품 박람회



v기   간：2015.6.5-6.7              

v장    소：제남순경국제회전중심

v주    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v                 산동성상무청        

v                  산동성무역촉진위원회 

v                  제남시인민정부                      

v전시 면적：2.6만 평방 미터      

v  참가 업체 수：409개

v교역액：17.4억 위안

2015 제4회（제남）한국 상품 박람회



2016 제5회（제남）한국 상품 박람회
v기    간： 2016.7.1-7.3              장    소：제남국제회전중심

v주     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부산시정부、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산동성상무청、산동성무역촉진위원회

、제남시인민정부

v전시 면적：2.6만 여 평방 미터                    참가 업체 수：522개              교역액：21억 위안 



v이번 전시회는 처음으로 일본 상품 전시 구역을 설치했다. 50개 쯤의 일본 기업을 초청했고 부스는 

100개에 달했다.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일·중경제무역센터, 일본 와카야마 현 중소기업 단체 중앙

회,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등 큰 국제 양향력이 있는  협회와 기업들이 처음으로 제남에  전시하고 

홍보하러 왔다.



Ⅱ. 제남 한국 상품 박람회 성공의 주요 요소 



첫째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주최 기구들과 협력해서  
한국 본토 참가 업체의 규모와 개수를 확보하기 때문임.

    전시회의 총 통계 자료를 보면 제1회, 제2회의 한국 본토 참가 업체 수와 비중은 제3회, 제4

회,제5회에 비해 훨씬 적다. 이것은 제3회 제남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한국 공식 기구인 대한무

역진흥공사(KOTRA） 와의 협력에 힘입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한국 공식적인 무역 촉진 기

구로, 주로 한국 중소기업 해외 시장의 확대, 무역 촉진 및 해외 투자 등 작업을 맡고 한국 중소 

기업 사이에 비교적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 상품 박람회의 구체적인 집행 기구인 칭

다오한국무역관은 전시회 기획, 조직 능력, 본사와의 소통 등 측면에 중요한 역활을 발휘하였다. 

그 밖에 KOTRA는 국내 각지의 정부, 상업 협회들이 단체로 참가하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한국 본토 기업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참가한 바 있다. 제3회 전시회에서 한국 본토 기업들이 차

지한 비중은 동기 대비 200%를 증가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87%

제남시 외의 구매업자

39%

소매 업자와  슈퍼마케 업자

34%

대리 업자와 도매 
업자

27%

전자상거래와 무역 업자

   3089 명 전문적인 구매업자 중에 제남시 외에서 온 구매업자는 구매업자 총 인수의 86.93%을 차

진한 3111명에 달했다. 그중 소매 업자와 슈퍼마케 업자는 30%을 차지하고 대리 업자와 도매 업자

는 34%을 차지하며 전자상거래와 무역 업자는 27%을 차지했다.

둘째는 전문적인 구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임.



       

주요 구매 업자들은 북경, 상해, 천진, 강소, 광

동 등 12개의 성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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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전문적인 구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임.



셋째,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는 입찰을 통해 전문적인 전시 회사 모집 덕분임.

   산동신승화전람유현회사는 산동성 전시 컨벤

션업에서의 용머리 기업이다. 산동성에서 최초

로 ISO9001 품질 체계 인정을 받은 현대 전시 

컨벤션 기업이자 국가 전시 컨벤션서비스 표준

화 시행 기업이다. 산동성과 제남시 등 관련 부

서가 산동신승화전람유현회사에“산동성 서비

스 브랜드”,  “중합동수 성신기업”증서를 수

여했다.



넷째, 전시회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큰 투입 덕분임

    인터넷과 빅데이터 마케팅 수단을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사이트, 위챗, 웨

이보 3대 공식 플랫폼의 건설, 운영, 홍

보를 강화했다. 유효 메일이나 문자 80 

여 만 통을 보내 대부분 국내 업계 사람

들이 알게 되는 홍보 효과를 얻었다.



넷째, 전시회의 홍보와 마케팅에 대한 큰 투입 덕분임

   전시회 개최의 분위기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남시 정부가 뉴스브리핑을 열었고, 유명

한 언론 매체 30여 개를 요청하여 진시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시내 8000여 대의 택

시에서 자막 16만 번을 방영하며 은존 백화

점, 화련 백화점, 주요 동네, 정류장, 신문에

서 한국 상품 박람회의 홍보 자료 23만 여 

장을 배포했다. 제남 시내의 대부분 사람들

을 다 알게 하는 홍보 목표를 이루었다.



v이번 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26400 평방미터
이고 표준 부스는 757 개였다. 그 중 한국 에띠
드하우스 화장품, 롯데 식품, 쿠쿠전자 등 287 
개 기업들이 전시회를 참가했고 부스는 431개
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의 협력 파트너인 부산
회전중심의 노력 하에 한국 현지 70 여 개 기
업들이 전시회를 참가한 바 있으며 부스 수는 
76개에 달했다. 

1. 참가 업체 모집 작업에 알찬 성과를 거두었음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v이번 전시회에는 “매력적인 제남”이라는 상

품 전시 구역이 설치됐다. 제남시 무역촉진위

원회의 모집 하에 185 개의 제남 특색 상품 기

업들이 전시회를 참가하고 부스 개수는 226개

에 달했다. 이번 전시회는 집중적으로 노자호(

오래된 상포), 무형 문화재, 식품, 농산품 등 특

색적인 상품을 전시했고, 제남시 특색 산업을 

홍보하고 특색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한·일 

기업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가교 역활

을 발휘했다.

1.  참가 업체 모집 작업에 알찬 성과를 거두었음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제1회 한국-산동성 경제협력통상 교류회

“제1회 한국-산동성 경제협력통상 교류회”는 산동성과 한국 산

업통상자원부 간의 성-부 엽합 회의 메커니즘 하의 첫번째 회의이

다. 산동성 부성장 하경과 한국산업통상자원부 부부장 우태회가 교

류회를 참석하여 축사를 드렸다. 중·한 양국 정부, 연구 기구, 중점 

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은 중·한 FTA 배경하의 산동성-한국 전자상

거래 협력, 금융 협력, 중한(한중) 산업 단지 건설 및 중·한 FTA 지역 

경제 협력 시행 구역 건설 등 의제를 둘러싸고 발표를 했다. 산동성

과 한국은 금융, 전자상거래, 유통, 산업 단지, 자유 무역 시행 구역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 제남의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인 한두

이사(韩都衣舍) 회사는 전문 발표를 해 줘 교류회에 제남 특색을 보

탰다.

2.실용하고 풍부한 동기 활동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가는 전시회 기능,
 상품 전시,경제 무역 상담, 문화 교류를 하나로 집
중됨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한·중 FTA 활용지원 및 전자상거래 설명회

2.실용하고 풍부한 동기 활동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한·중 FTA 활용지원 및 전자상거래 설명회”, 산동출입

국검사검역국, 제남 세관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중·

한 무역 기업 관계자들에게 통관, 상품 검사에 관한 정책 및 

주의 사항을 설명해 주었다. 칭다오무역관, 징둥 그룹 등에

서 온 관계자 분들은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참여 방식, 서비스 모델들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셨다. 설

명회를 참석한 사람은 100 여 명에 달했다. 비교적 좋은 효

과를 얻었다.  



화장품 구매 상담회

2.실용하고 풍부한 동기 활동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화장품 구매 상담회이다.  40 여 개의 대형 화장품 판매

업체와  80 여 개의 한·일 화장품 기업들이 일대다 구매 

상담회를 가졌다. 현장의 구매 의사 무역액은 9200여 만 

위안에 달했다. 



소프트 뱅크 그룹 설명회

전시회 3일 동안  소프트 뱅크 그룹이 매일  한 번씩 설

명회를 열어주었다. 각 현(시) 구  상무국의 관련 직원, 

화련 그룹, 은존 그룹 등에서 오신 전문 구매업자  400

여 명이 설명회를 참여해주고 좋은 효과를 거뒀다.

2.실용하고 풍부한 동기 활동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자선 기증 행사

한국 전통 문화 공연

2.실용하고 풍부한 동기 활동

제5회 한국 상품 박람회에서 거둔 주요 성과



   이번 전시회의 현장 상담 효과가 뚜렷했다. 전시회 개최 동안의 

무역액은 21억 위안에 달했다. 현장 구매액은 100만 위안을 넘는 

구매업체 개수는 204개에 일렀다. 그 중 징둥 회사의 일급 서비

스 업체인 상해옥민실업회사의 현장 구매 무역액은 2650만 위안

, 흑용강 김도미업회사의 구매액은 1750만 위안, 상해 천여전자

회사의 구매액은 1100만 위안에 달했다.      

  각 참가업체, 협력 파트너들이 이번 전시회의 구매업자 모집 작

업에 대해 깊이 평가하였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84%의 참가업

체는 나중에도 다음 번 한국 상품 박람회를 참가할 것이라고 밝

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제남 한국 박람회는 한국 본토 외

에 주최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성공적인 한국 상품 전시회이

라고 밝혔으며, 한국 산업 통상 자원부 중점 부조 프로젝트로 선

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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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효과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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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붐비는 일본 전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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