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를 위해 중국 관전기 시장을 연결해드립니다
CIOE 2021 — 제 23 회 중국 국제 광전자 박람회

사실과 수치
전시회 명칭 : CIOE 2021 – 제23회 중국 국제 광전자 박람회
전시회 시간 : 2021년 9월1일-3일
전시회 장소 : 중국 선전 국제 컨벤션센터
개최 빈도 : 매년 1 회
전시 면적 : 160,000 제곱미터
예상 참가 업체 : 3,000+
예상 참관자 : 95,000+
주최자 : Shenzhen UBM Herong Exhibition Co., Ltd

CIOE 관하여
CIOE중국국제광전자박람회는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아주 큰 광전자 삼업 종합형 전시회이고
정보통신, 정밀 광학, 레이저, 적외선, 센서, 광전자 이노베이션 등 광전자 산업사슬 코너가
있습니다. 광전자 분야의 전체 산업사슬을 취급하는 전문 전시회로서 CIOE는 이미 수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시장을 확장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우선 선택하는 플랫폼이고 업계
관계자에게 신기술과 신제품을 찾고 시장 선점의 원스톱 비즈니스를 파악하고 기술, 학술
교류를 진행하는 전문적인 플랫폼입니다.
CIOE 2021은 9월1일부터 3일까지 선전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하고 약 3,000 개 이상의
참가업체들이 그들의 첨단 제품을 전시할 것이고 895,000 명의 프로 참관자들이 찾아와
구매하고 시장을 파악하며 기술을 연구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전시 범위
CIOE 2021 에서 아래와 같은 메인 제품들을 전시할 것입니다.
• 정보 통신
• 레이저 기술 및 스마트 제조
• 적외선 기술 및 응용
• 정밀 광학, 렌즈, 모듈
• 스마트 센서
• 광전자 이노베이션

자세한 정보는 전시 범위를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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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참관자
CIOE 2021 의 참관자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옵니다.
광통신, 정보 처리 / 저장; 선진 제조; 소비 전자 / 엔터테인먼트; 반도체 가공 /
제조; 센서 및 테스트 측정; 보안 / 국방; 에너지; 의료; 조명/디스플레이

귀하를 위해 중국 관전기 시장을 연결해드립니다
CIOE 2021 — 제23회 중국 국제 광전자 박람회

CIOE 2020 데이타 리뷰
전시 면적 : 160,000 제곱미터
참가업체 수량 : 2,512 (해외 참가업체 차지율 31.7%)
참관자 수량 : 89,294
동기 회의 : 1 기술테마대회, 72 주제 포럼, 550+ 주제 연설
현장 이벤트 :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회, 994 회 구매 매칭 및 상담회

자세한 정보는 CIOE 2020 전시 후 보고서를 클릭하여 참조하세요.

연락방식
부스 예약 및 협찬방안 등 사무
글로벌 영업 담당자
전화번호: +86-755-88242546
이메일: cioe@cioe.cn

단체 참관자, 언론 협력 등 사무
Mr. Derek Deng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
전화번호: +86-755-88242571
이메일: Derek.Deng@cioe.cn

중국국제광전자박람회 조직 위원회
Shenzhen UBM Herong Exhibition Co., Ltd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시 남산구 해덕삼도 해안성 동좌 607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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