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일(금) ~ 4일(일)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일        시 : 2022년 12월 2일(금) ~ 4일(일) / 3일간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주        최 :  
 

주        관 :  

후        원 :                                 
 

 

 

전시품목 : 친환경선박 기자재, 친환경 에너지, 해양안전기술 및 제품 등 

제1회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The 1st JEJU International Green-ship EXPO 

참가규모 



  
   (10개소 이상) 

2. WHY 제주도 



‘정책, 기술, 기준‘ 논의 된 담론 전체 마무
리 

[구성] 좌장 1인, 기자재 기업 대표 2인,  
선박 건조 기업 대표 1인, 기준 기관 대표 1인,  

정부기관 대표 1인  

정책 방향, 기술 동향(기자재, 연료전지), 기준  



제주도 투자&이전 설명회 1:1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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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절차 

제주도 기업 할인 
 

사업자 소재지가  
제주일 경우 

50%   2,000,000원    1,000,000

특별할인 
 

기업 제주도 이전 or 투자 
의향서 작성시 

50% 2,000,000원    1,000,000

연구 참여 기업 할인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50% 2,000,000원     1,000,000원 

소속 회원사 할인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50% 2,000,000원     1,000,000원 

왕복물류 운송지원 
 

1개사  당  1톤 기준 

선착순 
10개사 

출발지 ↔ 제주국제컨벤션센
터 

(지정 물류사 통해 물류 운송) 

참가 관련 문의 

2m 3m 

참가 신청 방식 부스 안내 
※부스 시안은 사무국 기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가 할인 안내 

조립부스 (기본 부스) 독립부스 

2,000,000원 / VAT 별도 1,700,000원 / VAT 별도 

3m x 2m / 1부스 3m x 2m / 1부스 

전시면적 + 
조립식 기본 부스 제공 

면적만 제공 

[세부 제공 사항] 
기본옥타부스, 
국영문간판 

조명,  바닥 파이텍스 
인포 데스크 및 의자 1개 
전기 1kW(220V 콘센트) 

2부스 이상 신청시에만 
신청 가능 

 

별도 장치 업체 선정 후 
개별 시공 진행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내 참가신청 작성 
www.greenshipexpo.com 

신청서  
제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접수처: 
greenshipexpo@gmail.com 

STEP 1 
참가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신청 기한: 11월 25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첨 필수 

STEP 2 
참가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참가비 50% 계약금 납부 

STEP 3 
부대시설(추가 전기, 가구, 비품)신청 
비즈니스 상담회 확인 및 신청 

STEP 4 행사 전 까지 참가비 전액 납부 

T. 064-735-1084~7  F. 064-735-1099 

E. greenshipexpo@gmail.com H. www.greenshipexpo.com 

※중복할인 적용 불가 (VAT 제외 금액) 

http://www.greenshipexpo.com/
mailto:greenshipexpo@gmail.com
mailto:greenshipexp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