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대상┃

참가
안내

●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 등록업체

●

기술인증제품 생산업체 및 특허 취득업체

●

공공조달시장진출 희망업체(본사 경기도 소재)

●

신기술·신제품 인증업체

●

G-PASS 지정업체

※ 본 전시회는 참가대상이 제한되므로,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사무국(031-995-8283)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참가비┃

(10% VAT 별도)

구분

일반신청
2월 28일(월)까지

조기신청(20% 할인)
2월 4일(금)까지

규격

조립부스

2,000,000원/부스

1,600,000원/부스

3mx3mx2.5m

독립부스

1,600,000원/부스

1,250,000원/부스

3mx3mx5m(최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회원사는 별도 참가비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협회(070-4887-26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소재기업(본사 기준)은 별도 참가비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스 별 제공사항┃
조립부스

독립부스

바닥(파이텍스), 벽체, 상호간판, 조명, 전기콘센트,
인포데스크 및 의자 1세트
신청규모의 면적만 제공
※ 참가업체는 반드시 KINTEX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시공
※ 전기 시설 관련 등록업체 감리 필수
[ 조립부스 예시 ]

※ 독립부스는 면적만 제공하는 부스로 KINTEX에 등록된 부스장치 업체를 통해 디자인, 시공, 철거를 참가업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스를 말합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홈페이지 접속
(www.koppex.com)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인증서류 제출
●

참가비 납부
참가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참가비 100% 입금
● 조기신청 : 2022년 2월 4일(금)까지
● 신청마감 : 2022년 2월 28일(월)까지
●

납입 마감
●
●
●

2022년 2월 28일(월)
농협 301-0183-3949-01
예금주 :
(주)킨텍스,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한
참가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신청마감일까지) 총 참가비 100%를
납입하시는 경우 계약이 완료됩니다.

■ KINTEX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사무국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www.koppex.com T. 031-995-8283 E. koppex@koppex.com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기획부
06738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5 성문빌딩 4층 401호
www.jungwoo.or.kr T. 070-4887-2621

■ 조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www.pps.go.kr T. 042-724-7457(국제협력담당관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사무국

Tel. 031-995-8283 E-mail. koppex@koppex.com Website. www.koppex.com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전시회!
조달청 등록 50,000여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의 미팅의 장
개최목적

●

●

●

개최기간

혁신·상생을 통한 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및 해외 진출 활성화
공공조달 분야 국제협력 증진

전시 참가업체 혜택
공공기관, 대기업 - 참가업체 간 1:1 공공구매 상담회
●

●

※ 2021년 구매상담회 : 106개 기관, 207명 참가

2022. 4. 13(수) ~ 15(금) / 10:00 ~ 18:00(마지막 날 17:00까지)
●

개최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3, 4, 5홀

출품품목

●

주요참관객

●

●

●

●

주요행사

●

●

●

●

●

●

●

●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MAS 물품 등(※상세자격 뒷면 확인)
조달청 등록 주요 공공기관 구매·계약, 시설·설계 담당자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설계용역사 및 건설사
대기업 구매 및 계약 담당자
해외 조달 관계자
공공기관, 대기업 - 참가업체 간 1 : 1 공공구매 상담회
1 : 1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전시 참가업체 대상 우수업체 선정 및 시상
(전시품목 당 우수업체 선정, 조달청장 표창 및 시상)
참가업체 신제품 발표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우수제품 지정서 수여식
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자 시상식 등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지역기업 방문 투어
조달제도 현장상담센터

공공기관별 구매·계약, 시설·설계 담당자들과 1 : 1 상담(전시장 내 상담회장)
대기업 구매 및 시설 관련 담당자 초청 및 1:1 상담

●

초청 희망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조달청 명의 전자공문 시행
품목에 따른 사전 매칭으로 상담 만족도 극대화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및 수출 상담회
●

●

●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해외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바이어 유치
참가업체 초청 희망 바이어 우선 유치(해외 바이어 항공료 및 숙박 지원)
해외바이어 - 참가업체 간 1 : 1 수출 상담회 운영(현장 통역 무료 지원)
※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는 온라인 화상상담회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내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참관객 확보
●

●

●

●

전시장 내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동시행사 개최를 통한 참관객 확보
공공기관 발주처 워크샵 등 부대행사 동시 개최 및 필수 참관 기회 마련
국내외 바이어 그룹별 타겟투어(도슨트) 통한 부스 방문기회 확대
참가업체 제품설명회 및 바이어 라운지 내 참가업체 제품 홍보 기회 부여

전시 참가업체 대상 우수업체 선정 및 시상
●

전시품목 당 우수업체 선정, 조달청장 표창 및 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