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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스 설치 관련 (Stand Construction)
전시회 부스(Booth)는 기본부스와 자가 설치 부스로 구분

1. 기본 (조립) 부스 (Basic Booth)
⑴ 기본부스의 종류

6㎡(2㎡x3㎡)
⑵ 기본부스 구성
▶ 참가업체명 표시(Graphics) : 주관자 측에서 제공
※ 규격 : 세로 공간에 업체상호 표시공간
※ 업체명 표시공간 통일화 문제, 자수 제한등 - 주관자측에서 통일제작 제공
▶ 포함되는 전기부분 (기본 사항)
※ 라이트 : 기본제공 (추가 설치 요청시 비용 별도)
※ 콘센트 : 1구 1개 (공히 220V)
⑶ 오물처리 및 현장정리
국제적인 전시회에서 옵션으로 제공되는 기본부스 청소 및 쓰레기 정리 등은
참가업체 자체적으로 해결함.

2. 독립 (자가설치) 부스 (Booth)
⑴ 자가설치 부스 Min 면적
자가설치 부스는 최소 18㎡ 이상의 부스 설치를 희망하는 참가업체에 한함.
⑵ 부스 설치(부스준비) 및 철거 관련 일정
▶ 설치 : 2015년 3월 25일 ~ 26일
▶ 철거 : 2015년 3월 29일 ~ 30일

⑶ 자가부스 설치기간 동안 해당업체 인원 및 용역업체의 I.D 관리 및 출입통제
주최자(사무국) I.D 통일되게 제작 - 전시장 측에 사전 제시
⑷ 설치 전 주최 측에 제시해야하는 자료들
평면도(전기,설비), 조감도, CAD 자료 등
⑸ 기타 사항

2. 기술 용품 (전기, 집기, 각종 용품 렌탈, 용수 등등)

1. 전기, 컴퓨터 관련
⑴ 참가업체의 필요에 의해 추가로 필요한 전기관련 시설
▶ 자가 설치 혹은 주최 측에서 지정한 업체
⑵ 전기관련 작업
▶ 작업 내용에 따라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함
⑶ 연장선 등의 전기사용으로 발생하는 추가 전기요금의 경우 별도 계산 및 납부
⑷ 동력을 필요로 하는 장비의 반입 관련
▶ 해당 참가업체는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주최 측에 통보 바람
⑸ 오디오, 각종 음향기기(앰프), DVD 플레이어, PDP, Beam Projector,
▶ Plasma Screen등의 임대 가능여부
⑹ 전시장내 인터넷 사용가능 여부
▶ 전시장 Wi-Fi 인터넷 가능

2. 용수가 필요한 업체
▶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필요.
(가스는 기본적으로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용)

3. 각종 집기, 비품의 렌탈
⑴ 가구류
▶ 테이블 (선택불가): 업체당 테이블1개, 의자 2개 기본 제공
⑵ 그 외 각종 집기류 렌탈
▶ 몽골 현지 렌탈 업체의 서비스 및 시설재, 관련용품의 미비로 임대용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마케팅 (Marketing)

1. 홍보
⑴ 전시회 및 행사관련 홍보
▶
▶
▶
▶
▶

T.V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인터넷 온라인 광고
현수막, LED, 포스터 광고

⑵ 통역 요원의 선발 (참가 신청서에 표기 요망)
※ 정규 4년제 대학 한국어과 전공 우수요원을 주최 측에서 면접 및 선발후 배정
▶ 사전 교육
▶ 통역비 (1일 50.000원)

4. 전시품 반입, 반출, 포장 (운송사 지정 대행)

1. 물류운송 대행사
신시대 물류(한,몽 전문 물류회사)
Tel : 032-881-2536 (Fax) 032-888-2536
담당자 : 오옥이 실장, 010-9213-2536
e-mail : URNAA0119@hanmail.net
전시화물 입고 장소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43-2
컨테이너화물, 항공화물 등의 운송 방법이 있습니다.

2. 통관,세금,관세
통관,세금,관세등의 현지 업무 처리가 어려울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5. 전시장 인근 호텔

1. Partner Hotel

▶ 선진그랜드 호텔,Sunjin Grand Hotel (www.sunjingrandhotel.com)
전화번호 : (976)-11-457711 팩스, (976)-11-462255

▶ 블루스카이 호텔,The Blue Sky (www.hotelbluesky.mn)
전화번호 : (976) 7010-0404 팩스, (976)7010-0505

▶ 징기스칸 호텔, (www.chinggis-hotel.com)
전화번호 : (976)11-313380, 팩스, (976)11-312788

▶ 각 호텔 전시장과의 거리 : 3 km.이내, 차량이동시 20분내외
룸 수 : 200실 내외
부대시설 현황 : 연회룸, 한식당, 양식당, 사우나, 비즈니스룸 외 편의시설

2. 전시장 식,음료 관련
▶ 전시장내 몽골식, 한국식 구내식당 운영
▶ 전시장내 음료 및 간식 베이커리 판매

6. 비자 및 항공권 (여행사 지정 대행)

1. 비자, 항공 대행사
그린항공 여행사
Tel : 02-3452-0144, 070-7006-1124 (Fax) 02-3452-000
담당자 : 이승훈 차장, 010-8978-8762
e-mail : masite@nate.com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번지 우림라이온스밸리503호
(비자 및 항공권 관련사항 별도 통지)

7. 전시회 관련 참고사항

1. 전시회 관련 참고사항
▶ 별도의 회의, 세미나 진행이 필요할 경우 사무국에 미리 예약후 일정 확인

▶ 참가기업별 행사 및 리셉션 계획이 있으신 업체는 별도 예약후 일정 확인

8. 전시회 일정

일 정

2/13 (금) ~ 컨테이너 화물 물류 선적 완료
(3/06 컨테이너 화물 전시품 도착)

3/02 (월) ~ 항공화물 물류 선적 완료
(3/05 항공화물 전시품 도착)

3/25 (수) ~ 5/26 (목)
전시 관계자 울란바타르 도착 전시장 점검 및 부스 준비
전시부스 장치공사 및 전시품 완료 (장치물 시연 및 행사리허설)

3/27 (금)

전시회 OPEN
(개막식 행사 11:00)

3/29 (일)

전시회 폐막
(18:00 이후 전시품 반출 개시)

3/30 (월) 전시품 및 장치물 철거 완료

(박람회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추가로 공지하여 드립니다)

◀ 몽 골 ( Monggol ) ▶

공식국명

몽골 [Mongolia : ‘용감함’이라는 뜻]

수

울란바타르 (Ulaanbaatar, '붉은 영웅'이라는 뜻)

도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현 대통령

차히야 엘벡도르지(민주당, 2009. 6 ~ )

독 립 일

1921. 7. 11(옛 소련과 연합해 중국으로부터 독립)

국가선포일

1924. 11. 26(러시아식 헌법 채택)

공 용 어

할흐 몽골어

문

몽골 문자, 키릴문자(러시아문자 차용)

자

화폐단위

투그릭(Tugrik) 1 투그릭 = 약 1.8원

양국수교

1990. 3. 26

국 토

▶ 국 경 선 : 8,162km
▶면

적 : 1,567,000㎢ (한반도의 7.4배)

▶길

이 : 동서(2,392㎞) / 남북(1,259㎞)

▶ 주요자원 : 석탄, 구리, 원유, 몰리브덴, 텅스텐, 주석 등 천연자원이 풍부(세계 8대 자원부국)
▶ 행정단위 : [아이막(Aimag; 道) → 솜(Som; 郡) → 박(Bagh; 面)]
몽골에는 21개의 아이막(Aimag)이 있고
그 밑으로 348개 솜(Som)과 박(Bagh)이라는 하부 단위가 있다.

국 민

▶인

구 : 2,900,000만명(2013년 6월 현재)

▶ 인 구 구 성 : 0-14세(27.3%), 15-64세(68.7%), 65세 이상(4%)
▶ 인 구 증가율 : 1.49%(2011년 추정)
▶ 도시거주인구 : 총 인구의 62%(2010),
울란바타르(1.400,000; 2013)
▶인

종 : 몽골계(94.9%), 카자흐(5%), 기타(0.1% 중국, 러시아 등)

▶종

교 : 라마불교(90%), 샤머니즘 & 기독교(6%), 무슬림(4%)

▶ 식 자 율(literacy rate) : 97.8%(15세 이상)

지 리

▶ 평균 해발고도 약 1,500m 정도 되는 고원 국가
▶ 국토이용 : 목축지(80%), 산림(10%), 경작지(1%), 기타(9%)
※ 전 국토의 40% 가량이 사막지대
※ 거의 80% 이상의 국토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
▶ 주변국 (북쪽 - 러시아, 동/서/남쪽 - 중국)
※ 카자흐스탄(국경을 접하지는 않으나 가장 가까운 거리 38km)
▶ 기후 : 건성냉대기후
※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길고 추운 겨울, 짧은 여름)
※ 1년 중 구름이 없는 날 257일
▶ 평균 기온 : 11월부터 3월 까지는 영하의 추위.
특히, 겨울철 야간 기온이 영하 40℃까지 내려가는
반면 여름에는 33 - 38℃로 무더움.

정치현황

▶ 정부 형태 : 민주공화제(의원내각제적 성격이 강한 이원집정부제)
▶ 독 립 일 : 1921. 7. 11
▶ 대 통 령 :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 2009. 6 ~ )
▶국

회 : 단임제(76석, 4년 임기)

▶ 주요 정당 : 몽골인민혁명당, 몽골민주당, 몽골민의의당 등

한,몽 관계

▶ 1990년 3월 26일 수교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관계 발전을 거듭
▶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설정
▶ 몽골은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북한과의 전통적 이해관계와 한국과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추구
▶ 다양한 한,몽 친선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교류가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은 몽골의 4대 교역국으로 2013년 기준, 4.27억 $ 의 규모

몽골 농업

▶ 농업, 식량 자급자족 정책에 의한 지속적인 농업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 몽골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 몽골정부 / 2013년 부터 동절기용 온실사업도 진행/ 국내 작물 수요 충족 목적
→ 65 헥타르에 오이, 토마토, 피망, 상추 재배
ex) 몽골최대 곡물생산인 밀의경우, 40.4톤 수확 (2013년)을 하였으나
몽골 밀가루 수요 대비 10만톤 추가 수입 (2014년 기준)
▶ 주식이 밀가루, 고기 문화로써
최근들어 급속한 야채 소비증가로 인한 농업열기 고조 → 정부정책 영향
▶ 그동안 거의 중국산으로 대체하여 왔던 곡물, 야채등의 자급률 향상 정책.
▶ 2014 몽골정부 농업 재배지 확대 → 매년 증가
밀30.4만헥타르, 보리5.000헥타르, 귀리5.000헥타르,
감자16.000헥타르, 채소8.000헥타르 외
▶ 2014 몽골정부 수확 예정 →
밀,42.6만톤,감자,19.8만톤,채소,10.6만톤, 유지식물,1만톤 예상.
▶ 매년 재배면적 및 수확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슴.
▶ 몽골정부 → 곡물저장창고 계속 확대 건설 (감자,야채,고기,육류)
2014현재 정부저장창고 14만.6천톤. 민간업체 저장능력 30만톤
▶ 주요 곡물시설 및 저장지 →
도르놋드 할흐골, 헨티 움너델게르, 셀렝게 바양골,
볼강 호탁운더르, 옵스 바롱토롱, 투브도, 움너고비 등

▶ 울란바타르시 → 도심근교 도시농업 지원계획.
지자체 → 지자체 별 농업활성화 및 발전계획 수립 상태
단위농장별 및 농민 지원 정책 완료
▶ 몽골 정부의 농기계 지원 정책.
일반농기계 구입의 경우 →90 % 융자지원. 3~5 년 상환
(몽골정부 및 현지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몽골시장 수요 및 구매예상품목
몽골 농업단체 및 지자체의 한국 농기계 구매 희망

농기계 및 자재부분 : 농기계, 이양, 로터리, 및 소형농기계
파종기계, 제초기계, 선별기
수확기계( 밀, 콩, 감자, 당근, 마늘, 비타민열매등)
가축먹이, 초지작업기계 (소, 말, 양)보관기계장치
하우스농업, 식물재배 공장, 필름, 하우스자재, 단열재
부직포, 용기, 에너지 절약형보이러, 화목보일러(나무, 석탄)
에너지 절약형 난로, IT 및 Bio 관련기술제품
도시농업자재, 비료, 조생종씨앗 (종묘)
농산물가공기, 신선도유지기, 등 기타생산품목

농산물가공식품 : 쌀, 된장, 고추장, 발효식품외 농산물가공식품
김 통조림외 수산물 가공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