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 China 2020                                                                                                  
International Brand Show for Consumer Electronics  

국제 가전 박람회 

2020년 9월 24일(목) – 26일(토), 중국 광저우 
 

한독상공회의소 / 강지은 부장 / 전화: (02)3780-4643 / 팩스: (02)3780-4637 / 이메일: jekang@kgcci.com 
 

<참가신청 안내> 
 

◈ 행사명: 5회 CE China – 국제 가전 박람회  

◈ 기간: 2020. 9. 24 (목) – 26 (토), 9:30 – 17:00 (26일에는 15:30종료) 

◈ 장소: Guangzhou PWTC Expo   

◈ 주최: Berlin Exhibition (Guangzhou) Co., Ltd.     

◈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 CE China 2019 전시 결과  

    참가업체수: 275 (참가국수: 9) / 참가자수: 10,815 이상 (참가국수: 45) / 취재기자수: 120 (참가국수: 28)     

◈ 전시 분야: Consumer Electronics, Home Appliance, New Energy Vehicles and Connected Driving,  
                       First Steps Area 

◈ 참가신청마감: 2020년 6월 30일 (Early Bird  부스임차료 20% 할인: 2019년 11월 30일)     

◈ 참가비 견적: 1면 개방 기본 패키지 부스 기준 (부스임차료, 부스설치,에너지 사용료, 홍보등록비 포함) 

                          9sqm: 18,500 RMB = 약 306 만원  /   18sqm: 37,000 RMB = 약 611 만원 

◈ IFA Retail University  

    CE China 부대 행사로, 참가업체가 중국 가전양판점 Suning 소매 담당자 수백명 (매장 판매 책임자,    

    구매담당자, 온라인 판매자) 앞에서 Power Briefing을 통해 20분간 자사의 최신 제품 및 전략을 소개   
 

CE CHINA: 글로벌 IFA 행사인 Consumer Electronics China (CE China)는 중국 내 소비자가전 및 가전제품 분야 최고의 무역 

박람회입니다. CE China는 시장 내에서 브랜드 입지를 성공적으로 다지고, 산업계, 소매시장 및 미디어에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한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참관객을 고객으로 이끄는 CE China : 45개국 10,815명 이상의 참관객이 CE China 참관을 위해 광저우를 찾았습니다. 

참관객 중 90% 이상이 신제품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문참관객입니다. 92% 이상의 

전문참관객이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에 CE China가 자문이 되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87%의 참관객은 다음 CE China를 방문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첫선을 보인 독일 국가관: 2019년 CE China는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 후원을 받아 첫선을 보인 독일 

국가관을 맞이하여 베를린 IFA 박람회의 성공적인 컨셉을 확대하고 박람회 참관객과 전시업체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독일 국가관은 2020년 CE China에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트워킹과 대화를 위한 훌륭한 기회: 무역박람회인 CE China의 부대행사인 IFA Retail University 무대에서도 각 브랜드가 

신제품을 선보이고 주요 소매업체와 사업 전략 및 비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CE Summit, VR/AR Forum은 심층 논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참가자들에게 산업계 트렌드와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효과적인 미디어 보도: 전 세계 120명 이상의 기자가 2019년 CE China에 참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CE China는 TV, 

온라인, 지면 등에 국제적으로 게재되어 미디어에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