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 3 월 4-6 일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전시관 (A 구역)

중국에서가장 큰 포장 및 음료 기술 박람회
지난 20 년 동안 식품, 음료, 일용화학 및 제약 산업에게 최상의 선택을 제공
전시회 ：

제 20 회중국국제포장공업박람회 (Sino-Pack 2013)
중국(광저우)국제포장제품박람회 (Pack Inno 2013)
제 17 회중국국제맥주, 음료및액체포장공업박람회 (China Drink 2013)

날짜

：2013 년 3 월 4-6 일

전시일시

：3 월 4 - 5 일, 오전 9:30 - 오후 5:30
3 월 6 일, 오전 9:30 - 오후 5:00

전시장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전시관 (A 구역)
China Import & Export Fair Complex (Area A), Pazhou Guangzhou, PR China

Sino-Pack / Pack Inno/ China Drink 2013 방문하는 이유?

20 년에 결쳐 중국에서 가장 큰 포장 및 음료 전시회

500 개 이상의 출품자가 푹넓고 품질이 좋고 비용 효율이 높은 장비 및 제품을 전시

고급의 동시개최 심포지엄이 열리면서 최신의 포장 해결책과 식품, 음료, 화장품, 제약, 일용화학
산업에 대한 시장동향을 제공
주요





테마 홀
통합포장산업홀
맥주음료산업 및 액체포장홀
포장 제품&재료홀
국제홀

2012년주요 출품자 (부분적인 목록):
Hangzhou Youngsun, Simcheng, TCP, KUKA,OMORI, DANFOSS, Shanghai Macwell, Macwell
Machinery, E-Shrink, Zhongcheng, Tom Packaging, New DeBao, Hualian, Songben, Gurki, Reador,
Pingzhen, Peixin, Beijing Y.C.T.D, Packmate, Yinghui, Expresspack, Highdream, Fumao, Dajiang,
Zhejiang Zhufeng, Brother, Fandor, Shanghai Nanhua, Alphapack, Dajiang, Kenuohua, Rui-Packaging,
EC-Jet, SBWPACK, Langgao, HwangSun, Excelair, DOMINO, Hitachi, Ishida, IGUS ,Markem-Imaje,
Videojet, Nordson, Siti, SMC…
방문자는 누구?


식품공장



음료제조업체



거래자 (대리인 /유통업자)



일용화학공장



맥주공장



체인 / 편의점



화장품공장



탄산음료 제조업체



기업의 최종사용자



제약공장



과일주스 제조업체





포장공장



와인 제조업체

정부 기관 및 관련 무역
협회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



생수공장



인쇄-포장공장



유제품가공기업

지난 회에서 100 개 이상의 국내외 전문 참관단이 박람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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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o-Pack / Pack Inno 2013 전시 범위
 식품 / 음료 & 맥주 / 제액 및 일용화학용 포장기계

 포장재료생산 장비 및 기술

 식품/ 음료 & 맥주용 가공기계

 일반산업기계

 보조포장기계

 포장재료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및 금속 등)

 포장인쇄기계

 포장제품 (종이, 플라스틱, 금속, 유리 및 기타포장제품)

 라벨 및 라벨링시스템

 럭셔리포장제품

 RFID, 잉크젯, 레이저프린터 및 바코딩장비

 포장사비스

 산업용접착제 및 핫멜트시스템

 포장 디자인

 측정, 제어, 시험장비 및 자동저울

China Drink 2013 전시 범위
 음료 / 맥주 / 와인 생산과 가공용 기계

 컨베이어

 음료 / 맥주 / 와인 포장기계 및 재료

 검사 및 시험장비

 운영장비

 측정 및 제어기술

 음료 / 맥주 / 와인 원재료

 재활용 및 환경 보호

 보조 및 부대용품

 주입장비

 CIP 시스템

 고온충전
 무균충전

방문정보:



본 전시회는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전시회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시회장에 어린이나 학행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방문자 사전등록 – www.ChinaSinoPack.com / www.China-Drink.com 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사전등록에 성공하신 방문자들께 확인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서를 인쇄하신 후에 전시장에서 입장배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Sino-Pack / China Drink 2013
주최:
아드세일 익지비션 서비스사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중국대외무역센터(그룹) (China Foreign Trade
Centre (Group))
호스트:
중국대외무역광저우전시사 (China Foreign Trade
Guangzhou Exhibition General Corporation)

Pack Inno 2013
주최:
아드세일 익지비션 서비스사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광동성포장기술협회(Guangdong Packaging Technology
Association)
심천협정광고사(주) (Shenzhen Cooperator
Advertisement Co., Ltd)

동시 행사

제 20 회 중국남부인쇄박람회 – www.PrintingSouthChina.com
2013 년중국국제라벨인쇄기술박람회 – www.SinoLabelExpo.com

방문자 문의:

공식홈페이지: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Sino-Pack 2013 www.ChinaSinoPack.com
China Drink 2013 www.China-Drink.com

Ms Sarah Yeung / Ms Sini Liu
전화: (852) 2516 3367 / 2516 3326
팩스: (852) 2516 5024

메일: publicity@adsale.com.hk

facebook.com/PrintingSouthChinaSinoPa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