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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23.서울 : 홍콩무역발전국은 10 월과 11 월에 다양한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들은 

한국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과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8 년 

홍콩무역발전국이 개최하는 박람회는 9,800 여명의 바이어를 위한 중요한 소싱 플랫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현재부터 내년 3 월까지 한국기업은 홍콩무역발전국에서 제공하는 125 억 원 상당의 

바이어 스폰서쉽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10 월에 다양한 국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 중 홍콩추계전자박람회와 

홍콩추계조명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10 월 말에는 AsiaWorld-Expo 전시장에서 아시아 

스포츠 용품전(Sports Source Asia), 환경보호 국제무역박람회(Eco Expo Asia), 홍콩국제건축장식 

및 하드웨어박람회(Hong Kong International Building and Decoration Materials & 

Hardware Fair), 세 종류의 무역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특히 오는 11 월에 개최되는 제 2 회 

홍콩국제와인&주류박람회는 작년 대비 두 배 규모에 가까운 성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홍콩의 중요한 무역 및 투자 파트너 국가입니다. 홍콩의 6 번째 무역 파트너로서 홍콩과 한국의 

무역 가치는 2008 년 26 조원에 이르렀습니다. 세계투자보고서(World Trade Investment)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007 년 79 조 7 천억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세계 28 위의 규모입니다. 한국의 

홍콩 해외직접투자액은 3 조 4 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한국 총 투자액의 4%의 수준입니다. 한국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콩은 무역발전을 위하여 박람회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08 년 9,800 여명의 한국 바이어가 홍콩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박람회에 방문하였으며 125 억 원 

상당의 신규 바이어 스폰서쉽 프로그램이 더 많은 해외바이어 방문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프로그램은 2010 년 3 월까지 홍콩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무역박람회를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들을 

위한 특가항공 또는 호텔과 같은 다양한 보조 패키지들을 선보입니다.   

 

아시아 최대 전자박람회인 제 29 회 홍콩추계전자박람회(10 월 13-16 일)는 다양한 전자제품을 선보이는 

전자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은 반도체, 

전자 밸브 및 튜브, 전자통신 장비 및 부품을 대량 수입하는 국가로서 한국 바이어들은 본 박람회에 방문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2009 년 새롭게 형성된 컴퓨터 및 주변기기(Computers & Peripherals), 디지털 

이미지(Digital Imaging), 전자 게임(Electronic Gaming), 건강관리 전자제품(Healthcare 

Electronics) 테마관이 선보입니다.  또한 전자부품박람회(ElectronicAsia)가 동시 개최되어 

바이어들은 수준높은 전자 완제품과 전자 부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2009 전자부품박람회에서는 

대체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태양광전지에너지관(World of Solar –  Photovoltaic 

Enrgy)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또 다른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홍콩추계조명박람회가 10 월 27 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됩니다. 2009 년 

최신 조명 제품을 선보이는 LED 조명 관과 친환경 조명관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 전시관인 Hall 

of Aurora 에서는 수준높은 브랜드 제품들이 전시됩니다.  

 

홍콩추계전자박람회와 추계조명박람회는 도심에 위치한 홍콩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며 동기간 

AsiaWorld-Expo 에서는 홍콩무역발전국 주관의 다른 세 종류의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수준높은 

제조업체들이 참가하여 스포츠 의류, 장비 및 악세서리를 선보이는 아시아 스포츠 용품전(Sports 

Source Asia)이 10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 개최됩니다. 환경보호 국제무역박람회(Eco Expo Asia)는 

정부기관과 환경보호 전문가들을 만나고 최신 환경보존제품 및 기술을 찾고자 하는 선진 해외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동기간 개최됩니다.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무역박람회인 

홍콩국제건축장식 및 하드웨어박람회(Hong Kong International Building and Decoration 



Materials & Hardware Fair)에서는 2009 년 클래식 가구, 비즈니스계약을 위한 가구, 실내가구, 

사무용가구, 실외가구를 포함한 가구테마관이 새롭게 선보입니다.  

 

홍콩국제와인&주류박람회(11 월 4-6 일)는 세계의 와이너리가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와인 소비량이 가장 많고 세계 무역 및 배급 중심지로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홍콩은 세계 와인허브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홍콩은 2008 년 와인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와인에 관세, 주류세를 부가하지 않는 세계 유일의 주요와인시장이 되었습니다. 본 박람회와 

동시에 제 1 회 홍콩국제의료기기박람회와 제 17 회 홍콩광학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자유무역, 수준높은 인프라시설, 풍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홍콩은 이상정인 무역 플랫폼입니다. 

한국기업에게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클래식 모델부터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만날 수 있는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발전을 위해서 제휴정보와 유용한 비즈니스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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