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 CHINA 2018 - CE China에서 선보이는 혁신 기술 

(선전, 중국 2018년 5월 3일 PRNewswire=연합뉴스) 세계적인 IFA 행사인 CE China가 다음 

달 3~5일 선전에서 열린다. 전시업체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CE China는 중국 시장과 범아시아 시장을 위한 가전제품과 

가전기기를 전시하는 중국 최고의 무역 박람회가 되고자 한다. 올해는 세 번째로 중국 

선전에서 열린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313851-CE-China-

2018/  

이번 행사에서는 가전제품을 비롯해 가전기기 부문에서 Severin, CASO Design, Fakir, 

Elgato, Blaupunkt, Bosch, LifaAir 같은 다양한 주요 유럽 브랜드와 이들 브랜드의 우수한 

제품 및 혁신을 체험해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메이디와 화웨이 같은 중국 굴지의 

브랜드에서 근무하는 임원들이 첨단 기술과 최신 경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CE 

China의 공식 파트너는 Suning, Tmall/ Alibaba 및 JD.com 같은 중국 최대 소매업체를 

포함한다. CE China는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고자 국제 전시업체와 중국 

소매업체를 통합한다.  

CE China에서 만나는 유럽의 혁신 

독일의 명품 가전기기 제조업체 Fakir는 효율적인 고성능을 위한 신기술 Air Wave(R)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기술을 알레르기 환자 친화적인 HEPA 및 ULPA 필터와 함께 사용할 

경우, 진공 청소의 미래를 볼 수 있다. Fakir는 또 다른 혁신 기술도 선보일 예정인데, 필터의 

상태를 알려주는 새로운 LED 경고 시스템이 장착된 사이클론 기술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중국 굴지의 브랜드 

국제적인 브랜드 메이디는 주방용품, 냉장고, 세탁기기 및 다양한 소형 가전을 포함해 갖가지 

가전기기를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한다. 메이디는 CE China에서 자사의 최신 제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IFA Retail University@CEChina의 일환으로 더 자세한 통찰도 제공할 예정이다.  

IFA Retail University 

올해 CE China는 현재와 미래 시장 동향에 주목하는 일을 훨씬 더 쉽게 만든다. 중국의 소매 

대기업 Suning과 함께 개발하고 설립한 새로운 IFA Retail University @ CE China는 이번 CE 

China에서 주요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IFA Retail University @ CE China는 높은 수준의 

발표로 구성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권리 요구 없이 무료로 매체에 공급되는 TV 화면 서비스 

국제적인 방송 파트너 TVT.media가 언론인, TV 뉴스실 및 온라인 매체를 위해 CE China 

2018의 현장을 담은 포괄적인 영상 자료를 제작한다. 비디오 클립, 인터뷰 및 CE China 2018 

화면은 IFA 국제 방송센터에 문의한다. 화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관련 링크: http://www.ifa-g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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