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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자인-브랜드 엑스포 2013' 는 디자인 및 하이 테크놀러지 분야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프랑스시장에 소개하고자 마련된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에 소개될 한국 업체들은 이틀간 프랑스 바이어들과 B2B 미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문화를 알고싶어하는 일반 방문객들을 위해 'The Gloss' 의 콘서트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정보 

1. 주최 : 코트라 파리 무역관 

2. 날짜 : 2013 년 11 월 28 부터 30 일까지 

2. 장소 : 99 Rue de Rivoli, 75001 Paris, Carrousel du Louvre(salle Le Notre 1900 m2) 

3. 참가자 : 20 여개의 한국 중소기업 / 총 3000 여명의 방문객 예상(기업 방문객 1000 여명, 일반 방문객 2000 여명) 

 

    프로그램 

 

28/11/13 29/11/13 30/11/13 

 - 09:00 - 18:00  B2B 미팅 

 - 18:00 - 20:00  리셉션(개회사 및 뷔페) 

Note : 리셉션에는 200 여명의 초청객이 참석할 

예정. (VIP 초청객으로는 주불한국대사님과 

코트라 유럽본부장님께서 참석할 예정) 

 - 09:00 - 18:00  B2B 미팅  - 09:00 - 13:00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 

 - 13:00 - 17:00  'The Gloss' 콘서트 및 사인회 

 - 17:00 - 18:00 마무리 

Note : 'The Gloss' 의 신곡 발표 콘서트와 

커버댄스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며 약 

500 여명의 일반관람객이 예상됨. 

기업 대상 기업 대상 일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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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1. 더 브이 - 광고형 인터렉티브 투명 디스플레이 쇼케이스 10. TEKFORUS - 자외선살균 침구청소기 

2. S&H Global Trade - 모네, 고흐 등의 그림이 프린트된 선물용품 11. VIONG - 디자인 쥬얼리 

3. Youjin Jewelry - 디자인 쥬얼리 12. Institute of System 

Jewelry Design 

- 디자인 쥬얼리 

4. Halla Meister - 전기자전거 13. NEOFLAM - 주방용품 

5. E.I CORPORATION - 주방 및 유아용품 14. HUI KUEN - 장인제작 가방 

6. KYK - 알칼리 이온수기 15. KOOKJE FOODS - 한국 전통차 

7. Testonic - 에어맥스 클린 매트 16. Heritage - 디자인 쥬얼리 

8. Hurom - 쥬서기 17. Rower  - 금속기와 

9. KUN’S - 패션 의류 18. Hyundai Motors - 자동차 

 

    부대시설 

 

    - 매점, 무대시설, 대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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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