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2회 캔톤 페어, 원활한 성과 보이며 다양한 신기록 세워  

 

(광저우, 중국 2022년 11월 9일 PRNewswire=연합뉴스) 제132회 캔톤 페어가 2022년 10월 

15일 개막한 이후 원활한 성과와 몇 가지 신기록을 세우는 한편, 전 세계적인 관심과 전시업체의 

참여를 끌어냈다. 캔톤 페어는 공급업체와 구매자 간에 네트워킹을 도모함으로써 국제 무역의 

질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10월 24일까지 캔톤 페어 공식 웹사이트 접속자는 

1천40만 명을 돌파했고, 방문자는 3천8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캔톤 페어보다 각각 

3.27% 및 13.75% 증가한 수치다. 

쌍방향 멀티미디어 뉴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English/9110351-

132nd-canton-fair/  

 

확장된 전시, 여러 차원에서 신기록으로 이어져 

올해 캔톤 페어에는 작년보다 40% 증가한 35,000개 전시업체가 참가했다. 

이들 전시업체 중에는 약 5,000개에 달하는 일급 기업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캔톤 페어보다 5% 

증가한 수치다. 

그중에는 중국의 선도적인 첨단 기술 업체와 그 외에도 오랜 역사를 지닌 기업도 있었다. 

전체 전시제품 수는 10% 증가한 330만 건을 돌파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132회 캔톤 페어는 바이어의 출신 국가와 지역 수 측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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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는 229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510,000명의 바이어가 등록했다. 또한, 

72개 다국적 대기업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 캔톤 페어보다 41.18% 증가한 수치다. 

여러 지원 서비스 중 참가자들에게 가장 많은 결과를 안겨준 것은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인 것으

로 나타났다. 

46개 핵심 시장과 

26개 일대일로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캔톤 페어는 주요 부문의 특정 고객을 겨냥한 전문 지원 

서비스 라인업을 구축했다. 

수많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캔톤 페어는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에 교류, 

상호작용 및 정확한 매칭을 촉진하고, 거래 성사를 지원함으로써 고급 중국산 제품을 홍보했다. 

하이라이트 행사와 서비스로는 주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매칭 주간, '이중 순환' 

무역 홍보 활동, 국제 공급업체와 바이어를 위한 80개 이상의 '무역의 다리(Trade Bridge)' 

홍보 캠페인, '꿀벌 및 벌꿀과 함께하는 Discover Canton Fair' 무역 홍보 행사, 

7개 주요 부문에서 200건에 달하는 신제품 출시 행사 등이 있다.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캔톤 페어 

캔톤 페어는 농촌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 '농촌 활성화 구역(Rural Vitalization 

Zone)'을 마련하고, 21개 중국 성, 도시 및 자치구에서 933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들 전시업체는 

1만2천400개의 신제품과 9천900개의 녹색 저탄소 솔루션을 포함해 

4만6천400개의 제품을 선보였다. 

캔톤 페어 온라인 플랫폼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개방되며, 

즉각적인 의사소통 및 무역 매칭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캔톤 페어는 서비스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전 세계 전시업체의 주문 접수 및 비즈니스 기회 활용

에 더욱 기여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s://www.cantonfair.org.cn/en-US/register/index?utm_source=rwyx#/foreign-email 

에 등록하거나 이메일 caiyiyi@cantonfair.org.cn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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