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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부스 제공사항 안내 

부스 이미지 

 

제공 사항 

 참가기업 리스팅 

 매치메이킹 자유 이용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개수 

구분 규격(개당) 1개 부스 2개 부스 3개 부스 

동영상 200MB, mp4 1 2 3 

제품사진 4MB, JPG/PNG 2 4 6 

로고 120*60pixel, PNG 

(권장 사이즈) 

1 1 1 

E브로슈어 100MB, PDF 3 3 3 

접속 계정 계정 수 - 3 6 9 

[중요] 

-1~3개 부스 신청 시, 부스 신청 수량에 따라 업로드 가능한 콘텐츠(동영상, 제품사진 등) 개수가 배수로 늘

어나며, 가상부스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 부스에는 3D 데이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 부스는 색상 및 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를 위한 웹 페이지는 9월 중 오픈됩니다. 

동영상 

(최대 200MB, MP4) 

로고 

(4MB, PNG) 

제품 사진 

(4MB, JP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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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미엄 부스 제공사항 안내 

부스 이미지 

옵션 1 

 

 
 

 

* 디자인 옵션 2 및 옵션 3는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색상 선택 (5가지 색상 중 택 1) 

     

제공 사항 

 참가기업 리스팅 

 매치메이킹 자유 이용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제품 사진 

(4MB, PNG) 

동영상 

(최대 200MB, MP4) 
로고 

(120*60pixel, PNG) 

3D 데이터 

(업체 보유시 업로드만  

가능, 제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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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개수 

구분 규격(개당) 1개 부스 2개 부스 3개 부스 

동영상 200MB, mp4 2 4 6 

제품사진 4MB, JPG/PNG 3 6 9 

로고 120*60pixel, PNG 

(권장 사이즈) 
2 2 2 

제품 3D 데이터 obj, fbx 1 2 3 

E브로슈어 100MB, PDF 3 3 3 

접속 계정 계정 수 - 5 10 15 

[중요] 

-1~3개 부스 신청 시, 부스 신청 수량에 따라 업로드 가능한 콘텐츠(동영상, 제품사진, 제품 3D 데이터 등) 

개수가 배수로 늘어나며, 가상부스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 4개 이상 신청 시, 가상부스의 크기가 확

장됩니다. 

-프리미엄 부스에는 3D 모델링 및 동영상 제작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를 위한 웹 페이지는 9월 중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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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모델링 / 동영상 제작 패키지 제공사항 안내 

부스 이미지 

옵션 1 

 

 
 

 

 

* 디자인 옵션 2 및 옵션 3는 추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색상 선택 (아래 5가지 색상 중 택 1) 

 

 
 

 
 

 
 

 
 

 
 

제공 사항 

 참가기업 리스팅 

 매치메이킹 자유 이용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제품 사진 

(4MB, JPG/PNG) 

동영상 

(최대 200MB, MP4) 

로고 

(120*60pixel, PNG) 

제품 3D 데이터 

제작 및 업로드 

(obj, fb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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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업로드 가능 개수 

구분 규격(개당) 1개 부스 2개 부스 3개 부스 

동영상 200MB, mp4 2 4 6 

제품사진 4MB, JPG/PNG 3 6 9 

로고 120*60pixel, PNG 

(권장 사이즈) 
2 2 2 

E브로슈어 100MB, PDF 3 3 3 

접속 계정 계정 수 - 5 10 15 

콘텐츠 제작 지원 

(3D 모델링 혹은 

동영상 중 택1) 

제품 3D 모델링 

obj, fbx 1 2 3 

*3D 데이터가 있을 시, 주최측으로 데이터 제출. 3D 데이터가 없을 

시, 3D 모델링 업체에서 현장 답사 후 모델링 작업 진행 

동영상 

200MB, mp4 1 2 3 

*회사 소개(연혁), 제품 소개 및 비전으로 구성된 최대 2분 길이의 

회사 소개 동영상 제작 지원 

[중요] 

-1~3개 부스 신청 시, 부스 신청 수량에 따라 업로드 가능한 콘텐츠(동영상, 제품사진, 제품 3D 데이터 등) 

개수가 배수로 늘어나며, 가상부스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 4개 이상 신청 시, 가상부스의 크기가 확

장됩니다. 

-제품 3D 및 동영상을 모두 제작하기 원하는 경우, 부스를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ex. 제품 3D 1개, 동영상 1

개 제작을 위해서는 부스를 총 2개 신청해야 함) 

-디지털 콘텐츠 업로드를 위한 웹 페이지는 9월 중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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