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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WEEK 2015 Busan�International�Boat�Show

우리나라 보트‧요트, 해양레저산업 전문전시회로 지난해 10월 부산 BEXCO와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런칭된

‘부산국제보트산업전’을, 관련 산업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해 ‘부산국제보트쇼’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2015년 9월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펼쳐진 천혜의 해양관광 자원과 전국 최대규모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신규 조성중인 북항

마리나시설 등 최적의 해양레저 여건을 갖춘 조선‧해양 산업의 집적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5 부산국제보트쇼’는

거대한 해양레저산업의 수요를 확대하고 참가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성공 비즈니스의 기회, 가장 효과적인 Market Place인 ‘2015 부산국제보트쇼’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인

해양수도 부산에서 부산국제보트쇼가 두 번째 닻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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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산업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보트쇼인 ‘2015 부산국제보트쇼’는 대한민국 해양
레저산업의 메카이자 원동력인 부산에서 미래 해양레저산업을 주도할 첨단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보트쇼로 개최됩니다.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보트‧요트 수요층을 보유한 부산지역 잠재 고객과
관급 발주처, 마리나 서비스업체 등 국내 바이어 유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가동합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참가업체의 해외 거래처 초청 지원, 해외 유력 초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체결식과 바이어가
함께하는 환영만찬 등 해외마케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글로벌 해양레저축제 ‘KIMA WEEK 2015’와 함께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해양레저 축제인‘제3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와 함께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015 부산국제보트쇼는 참가업체의 성공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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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장 소

주 최

주 관

규 모

관 람 객

계약상담액

:

:

:

:

:

:

:

2014. 10. 2 (목) ~ 10. 5 (일)

벡스코 제1전시장,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BEXCO
‣ 육상 : 7개국 120개사 822부스(해외 6개국 7개사 15부스)

‣ 해상 : 23척 (10,807㎡)

11,808명

495건 1,268억원 달성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개최결과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확인한 2014 부산국제보트산업전!

보트쇼, 이젠 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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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육상‧해상전시회로 동시개최 되었습니다
- 다양한 규모의 보트 관람과 시승기회 제공
- 국내 최다 보트‧요트   가 전시되는 완제품 전시회로 특화.

업체와 바이어 간 실질 거래가 창출되었습니다
- 1:1 비즈니스 상담회 운영, 환영만찬, 부산데이투어 등 참가자와 바이어 간 최신정보 교류 및 비즈니스의 장 마련.
- 실질적인 바이어 지원으로 만족도 제고.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에 기여했습니다
- 펀보트 무료시승, 경품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로 호응 유도

| 전시품 현황 | ➜

| 계약 결과 | 

➜

◼계약액 : 5건 49억원
◼계약추진액 : 
42건 287억원

◼상담액 : 495건 1,268억원
(계약추진액포함)

국내 6.3억원 기타 91억원
중국 106억원

국내 320건 166억원

해외 175건 1,102억원

필리핀 21억원

말레이시아 69억원해외(말레이시아) 53억원

10%

7%

13%

87%24%90%

3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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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A WEEK 2015 Busan�International�Boat�Show

전시회명

기 간

장 소

규 모

주 최

주 관

:

:

:

:

:

:

KIMA WEEK 2015 부산국제보트쇼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2015)

2015. 9. 17(목) ~ 9. 20(일) ➜ 4일간

BEXCO 제1전시장 및 수영만 요트경기장

140개사 1,000부스 (25,000㎡), 해상 20척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KOTRA, BEXCO

행사개요 |

전시품목 |

부대행사 |

- 2015 KIMA WEEK 국제컨퍼런스 
(주제 : 해양레저산업,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의 새로운 기회)

- 올해의 보트상 시상식
- 국내외 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
- 환영만찬
- 참가업체 제품설명회 및 세미나

구분 세  부  품  목

보트‧요트 파워보트, 세일요트, 인플래터블보트, 
딩기요트, 기타 보트 완제품

엔진‧부품, 악세서리 엔진, 프로펠라, 항해통신장비, 어군탐지기, 
기타 부품 및 소재, 인테리어, 트레일러, 악세서리 등

서비스, 시설, 기타 리조트, 마리나시설, 워터스포츠, 폰툰, 낚시용품, 
의류, 금융, 교육 등

워터스포츠 다이빙장비‧용품, 수중촬영장비, 수상스키, 제트스키, 
카누, 카약, 웨이크보드, 윈드서핑 등

보팅 라이프 낚시장비 및 관련용품, 요‧보트 오너를 위한 라이프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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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참가비 

•참가비 할인

•참가비 납입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신청 가능

‣ 접수처 : 2015 부산국제보트쇼 사무국 
Tel. 051-740-8600    Fax. 051-740-7640, 
E-mail. boat@bexco.co.kr

구분 참가금액(부스당)
부가세포함

부스구성

기본부스 1,650,000원 조립부스(3m×3m), 상호간판, 전기 1kw, 
조명, 바닥파이텍스, 안내데스크

독립부스 1,100,000원
전시면적(3m×3m) 제공

부스는 참가업체에서 벡스코 지정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시공

구분
조기신청 할인 규모할인

2015. 6. 30한 신청시 8~11부스 12~19부스 20부스 이상
할인율 20% 20% 30% 40%

※ 조기신청 및 규모 중복할인 가능

※ 부스배정은 참가신청 순서, 신청면적, 전시품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에서 
배정합니다.

구분 금액 납입시기 납부처

계약금 참가비의 50% 참가 신청 시 부산은행 101-2014-9504-01
예금주 : (주)벡스코잔금 참가비의 50% 2015. 7. 31

기본부스

(예시) (예시)

독립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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