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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    목  2017년도 2차 해외전시회 한국관 공동 운송사 선정 계획

1. 2017년도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와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하반기에 진행될 7개 해외전시회 참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관 공동 운송업체 선정계획을 KOAMI 홈페이지

(www.koami.or.kr)에 공고하오니, 공고를 참조하여 2017년 6월 20일(화), 09:00~17:00까지 견

적서 등 관련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견적서제출(각 전시회 별, 밀봉날인) : 운영지원팀(이현재 과장)

※ 전시회 별 운송일정 포함

○ 기타서류제출(업체별 1부) : 시장개척팀(최윤영 주임)

※ 본회에 기제출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새로 제출

※ 누락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관련 평가항목은 0점 처리

(특히, 붙임의 “제출서류” ③, ⑤, ⑨ 누락 주의)

○ 제출기한 : 2017. 6. 20(화), 09:00~17:00까지

붙 임 1. 2017년도 2차 해외전시회 한국관 공동 운송사 선정 계획(안) 1부.

2. 2017년도 2차 해외전시회 운송 견적서 양식 1부. 끝.

수신처 : NY국제물류, 케이유앤지, 파나로드, 엑스포로지스, 캐미리, 어질리티, 대한통운,

코리아카고로지스틱스, 쇼카고로지스틱스 등 해외전시 운송업체 대표이사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국 가 사 업 개 요

일본
(오사카)

전시회명 일본 엠테크 오사카(M-Tech Osaka)

전시기간 10. 4 - 6, (3일간)

전시장소 INTEX OSAKA

주최사 Reed Exhibition Japan

홈페이지 www.mtech-kansai.jp

한국관/운송규모 178.2㎡, 17개사 22부스(홍보관 1부스 포함) / 18CBM 내외

체코

(브르노)

전시회명 체코 브르노 국제 기계 엔지니어링 전시회(MSV)

전시기간 10. 9 - 13, (4일간)

전시장소 Brno Exhibition Center

주최사 BVV Trade Fair Brno

홈페이지 www.bvv.cz/en/msv

한국관/운송규모 162㎡, 18부스 내외(홍보관 1부스 포함) / 15CBM 내외

UAE
(두바이)

전시회명 두바이 물, 에너지, 환경기술 박람회(WETEX)

전시기간 10. 23 - 25, (3일간)

전시장소 두바이 국제전시장(DICEC)

주최사 두바이 수전력청(DEWA)

홈페이지 www.wetex.ae

한국관/운송규모 216㎡, 18개사 24부스(홍보관 2부스 포함) / 18CBM 내외

중국
(상해)

전시회명 중국 상해 동력전달제어기술전(PTC-ASIA)

전시기간 10. 31 - 11. 3, (4일간)

전시장소 상해 신국제박람중심(SNIEC)

주최사 Deutsche Messe AG, Hannover Milano Fairs Shanghai Ltd.

홈페이지 www.ptc-asia.com

한국관/운송규모 144㎡, 10개사 16부스(홍보관 1부스 포함) / 10CBM 내외

태국

(방콕)

전시회명 태국 방콕 국제기계전(METALEX)

전시기간 11. 22 - 25, (4일간)

전시장소 Bangkok International Trade and Exhibition Center(BITEC)

주최사 Reed Tradex

홈페이지 www.metalex.co.th

한국관/운송규모 534㎡, 50개사 58부스(홍보관 2부스 포함) / 40CBM 내외

미국

(라스베가스)

전시회명 미국 파워젠 인터네셔널(Power-Gen International)

전시기간 12. 5 - 7, (3일간)

전시장소 Las Vegas Convention Center

주최사 PennWell Corporation

홈페이지 www.power-gen.com

한국관/운송규모 180㎡, 18개사 20부스(홍보관 1부스 포함) / 20CBM 내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시회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산업기계전(MIS)

전시기간 12. 6 - 9, (4일간)

전시장소 자카르타 국제전시장(Jakarta International EXPO)

주최사 PT. Pamerindo Indonesia

홈페이지 www.manufacturingindonesia.com

한국관/운송규모 252㎡, 22개사 28부스(홍보관 1부스 포함) / 22CBM 내외

2017년도 2차 해외전시회

한국관 공동 운송사 선정 계획(안)

[붙 임 1]

□ 사업개요

※ 운송규모는 참가업체의 최종 전시품 확정 및 핸드캐리 등으로 변동 가능

※ 1CBM 이하 업체는 실제 물량으로 청구해야 함. 이 점 유의하여 단가 산정 후, 견적 제출 바람.



□ 과업내용

ㅇ 전시품 픽업, 포장, 수출 통관 및 선적

- 참가업체의 전시품을 픽업하여 운송업체의 물류창고로 입고하고 필요시 적절한

재료로 포장한 후 부산항으로 운송하여 수출 통관 및 선적

ㅇ 전시장 해당부스로 전시품 반입

- 해당 전시회 개최국 항에 도착한 전시품을 전시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가업체의

전시장 해당부스로 운송

ㅇ 전시종료 후 전시품 반출, 수입 통관, 국내반송

- 전시기간 중 전시품 포장재를 보관하고, 전시종료 후에 참가업체의 전시품 포장

완료 후 창고로 운송. 창고에 보관된 전시품을 컨테이너에 상차한 후 해당

전시회 개최국의 항으로 운송하여 선적

- 부산항에 도착한 전시품을 수입 통관 후 운송업체의 물류창고로 운송한 뒤

각 전시회 참가업체로 출고

□ 선정 방법

ㅇ 참가자격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필한 자

- 해외전시회 운송 실적 연간 400CBM 이상인 업체 (※1,000CBM 이상 업체 우대)

- 결격사유

․ 신청서 제출일 현재 국가(중앙관서의 장),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불량업자포함),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

․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중에 있는 자

ㅇ 공고방식

- 본회 홈페이지(www.koami.or.kr)를 통한 공고

ㅇ 선정방식

- 업체선정 참가자격에 부합하고 요구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는 업체 중 본회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최고득점 업체를 공동운송업체로 선정

- 각 전시회 별로 운송사 평가 및 선정



□ 가격 제안방법

ㅇ 미국달러(USD) 기준으로 산출

ㅇ 포장비, 보험료, 통관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

- 목상자 포장비, 진공포장비는 견적서에 별도 표기

- 업체에서 집하지까지의 운송비는 제외

- 대전이남 업체의 경우 운송 집하지를 부산으로 함

ㅇ 현지지원 출장비(1인)은 운송가격에 미포함, 별도표기

ㅇ 1CBM 이하 업체의 경우 실제 물량으로 청구해야 함. 이 점 고려하여 견적 제출 바람.

□ 제출서류

① 해상 운송견적 : 1CBM 단가1부(왕복)

* 부산항 ⇒ 전시장, 전시장 ⇒ 부산항
② 항공 운송견적 : 1CBM 단가1부(왕복)

* 인천공항 ⇒ 전시장, 전시장 ⇒ 인천공항
* 견적은 USD로 산출하며, 포장비, 통관료,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업체에서 집하지까지 운송비는 
제외한다. 단, 현지지원 출장비(1인 기준)를 운송가격에 제외하고 별도 산정하여 표기한다.

③ 전시회 별 운송일정 1부.

* 전시회 별로 견적서와 같이 제출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1부.

⑤ 2016년도 해외전시회 운송실적 증빙 서류 1부.

* 한국관 운송실적일 경우, “한국관” 표기하여 제출서류에 별도 표시한다(우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현지 파트너 정보(협약서 사본) 1부.

⑧ 2016년도 재무제표 1부.

⑨ 2016년도 매출액 1부.

※ 기제출자도 반드시 새로 제출, 누락된 증빙서류는 관련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견적서는 봉투에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출방법, 기한 및 접수(문의)처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견적 : 운영지원팀 이현재 과장 / 기타 제출서류 : 시장개척팀 최윤영 주임

- 주소 :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번지 기계회관 9층

ㅇ 제출기한 : 2017. 6. 20(화), 09:00~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문의)처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사업본부 시장개척팀

(담당 : 최윤영 주임 / 전화 : 02-369-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