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ow Guide
참관객 가이드

2022.3.11금 ~13 일

KINTEX 4, 5홀 10:00~17:00

한국국제낚시박람회 동시개최

주차요금 안내

코로나19 관련 방역 안내

제1전시장

· 기본 30분 : 1,500원/추가 10분당 500원

· 종일 : 12,000원

· 킨텍스 내 무인정산기 결제가능

3일 이상 주차시

· 1홀 옆 주차사무실에서 행사차량 등록

· 신청서 작성 후 7,000원/일 구매가능

· 행사장 입장 전 문진표 작성

· 마스크 상시 착용

· 행사장 총 입장 인원 제한

· 전시홀 내 식음 금지

경기국제보트쇼 사무국 www.kibs.com

T. 1670-8785   E. kibs@kintex.com

사무국

행사 개요
Show Overview

행사명 2022 경기국제보트쇼

 (Korea International Boat Show)

기   간 3.11(금) ~ 13(일), 3일간

장   소 KINTEX 4, 5 Hall

주   최 

주   관

행사명 2022 한국국제낚시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Fishing Show)

기   간 3.11(금) ~ 13(일), 3일간

장   소 KINTEX 3 Hall

주   최 

주   관

[ 동시개최 ]

전문컨퍼런스 및 오픈컨퍼런스

3월 11일(금)

분류 시간 행사명 연사 장소

개회 13:30~13:50

∙ 인사말씀 권혜진 과장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컨퍼런스룸 A

∙ 환영말씀 김충범 국장 / 경기도 농정해양국

∙ 축하말씀 배철남 전무 /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 기념사진 촬영

전문
컨퍼런스

13:50~14:20 ∙ 카타마란 세일링 요트의 미국 수출 경험 및 브랜드 정착을 위한 과제 정경우 대표 / ㈜에스컴텍

14:20~14:50 ∙ 꼴등에서 1등으로 향하는 길 정일권 대표 / ㈜스타마린

14:50~15:20 ∙ 중소형 조선소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사업 안내 임재민 부장 /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15:40~16:30 ∙ 패널 토의

좌장 : 정우철 교수 / 인하공업전문대학 
패널 : 원준희 대표 / ㈜일렉트린
         임장곤 본부장 / 중소조선연구원
         발표자 3인

14:00~14:30 요트 접안시설 현황 및 문제점 - 부산바다를 중심으로 김건우 대표 / ㈜요트탈래

컨퍼런스룸 B

14:30~15:00 요트 접안시설 사용보고 - 경기바다 강동효 대표 / ㈜드림요트코리아

15:00~15:30 보트 접안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향 채순석 대표 / ㈜스타보트

15:50~16:30 패널 토의

좌장 : 유흥주 교수 / 수원대학교 
패널 : 김건우 대표 / ㈜요트탈래
         강동효 대표 / ㈜드림요트코리아
         채순석 대표 / ㈜스타보트

13:00~13:30 올해의 제품상 시상식
오픈컨퍼런스 무대

13:30~16:30 올해의 제품상 수상작품 발표

3월 12일(토)

분류 시간 행사명 연사 장소

오픈
컨퍼런스

13:00~13:30 나에게 맞는 보트와 낚시장르 선택하기 최운정 낚시프로

컨퍼런스룸 A

13:30~14:00 요트해양관광 강동효 대표 / ㈜드림요트코리아

14:00~14:30 해양관광과 팀빌딩 주은희 이사 / ㈜세운여행사

14:30~15:00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소개 안현주 팀장 / 수자원환경산업진흥㈜

15:00~15:30 해양문화와 해안의 가치창출 김영돈 박사 / 마리나 인문학 저자

15:30~16:00 배고남의 슬기로운 선장생활, 보트 구입 시 주변의 반응, 여신강림! 한승윤 대표/ ㈜웨스트마린

13:00~13:30 슬기로운 보팅생활 (슬로프이용 및 지역문제해결방안) (레저보트매니아) 한용정

컨퍼런스룸 B

13:30~14:30 안전한 보팅생활(동출의 중요성) (레저보트매니아) 신철훈 / 타이니보트피싱 운영자

14:30~15:00 가이드모터(MINN KOTA) 기초지식부터 사용법 (클럽더마린) 차영환 부장 / DSCI㈜

15:00~15:30 나에게 맞는 보트 고르는 법 (클럽더마린) 정일권 대표 / ㈜스타마린

15:30~16:00 선외기 보트엔진의 유지관리 (클럽더마린) 조성용 대표 / 해피마린

체험 10:00~12:00 심폐소생술 체험 공민 대표 / 한국해양구조협회

오픈컨퍼런스 무대오픈
컨퍼런스

13:00~14:00 돌고래를 통해 바라본 해양환경의 중요성 이정준 다큐멘터리 감독

14:00~14:30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개발과정과 활용방안 조현욱 대표 / 아론비행선박산업주식회사

14:30~15:00 수면비행선박(위그선)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좌담회 서병규 회장 / 국제비행선박협회

3월 13일(일)

분류 시간 행사명 연사 장소

오픈
컨퍼런스

13:00~13:30 안전한 세일링을 위한 꿀팁!! 김한울 세일러

컨퍼런스룸 A

13:30~14:00 요트 살 때 이것만은 알고 사자 Patrick Stevens 이사 / ㈜아이지이

14:00~14:30 요트선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김성수 대표 / ㈜보트케어 

14:30~15:00 요트 엔진관리의 중요성 김효근 강사 

15:00~15:30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자가정비반 소개 송인석 강사 /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15:30~16:00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수료생 간담회 -

13:00~13:30 정확한 어초 공략을 통한 낚시기법 (클럽더마린) 차영환 부장 / DSCI㈜

컨퍼런스룸 B

13:30~14:00 NCS기준을 준수하는 레저선박제조 활성화 방안 (클럽더마린) 김종택 공사부장 / ㈜선재이앤씨

14:00~14:30 세계 레저보트의 추세와 구매방법 (클럽더마린) 채순석 대표 / ㈜스타보트

14:30~15:00 보팅의 시작 (고무보트 운영방법) (레저보트매니아) 김명진 과장 / 삼성로지텍

15:00~15:30 보트의 종류와 레저보트 선택 기준
(레저보트매니아) 김형렬

15:30~16:00 선상낚시와 안전장비

체험 10:00~12:00 심폐소생술 체험 공민 대표 / 한국해양구조협회

오픈컨퍼런스 무대오픈
컨퍼런스

13:00~14:00 해양레저 다이어리 촬영 후기 최운정 낚시프로, 최은영

14:00~15:00 즐거운 요트 이야기
김천중 교수 / 용인대학교 (크루즈&요트마리나 
연구소 소장, 요트항해입문 저자)

15:00~15:30 경기바다, 경기만 갯벌과 해양생태관광 민승준 공동대표, 박종영 조종사 / 개성항공



부스배치도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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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보트쇼 업체리스트

4A11 (주)바다로요트

4A21 (주)우성아이비

4A41 피싱코리아

4A61 고무보트 특별관

4A71 이벤트존(풀장)

4A81 클럽더마린

4A91 오픈컨퍼런스 무대

4B11 마린랜드㈜

4B21 제트웨이크

4B31 마이벨로

4B32 다온

4B41 주식회사 나루

4B42 요트북

4B43 주식회사 요트피플

4B51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4B61 퍼시픽마린

4B62 (주)펭귄오션레저

4B71 (주)스타보트

4B91 인하공업전문대학

4B92 상해인터내셔널보트쇼2022

4B93 안산시요트협회

4B94 비즈니스라운지 B

4C21 케이에스브이

4C31 한성마린

4C41 박스플러스

4C51 (주)요트탈래

4C51 디스커버마린

4C51 IGE

4C61 주식회사폴라리스

4C62 주식회사글로벌코리아

4C71 비즈니스라운지 C

4C73 (주)한국두성

4C74 서브테크

4C81 로보츠

4C82 (주)해양안전메카

4C83 (주)파츠코리아

4C91 개성항공주식회사

4C92 제이앤엘커뮤니케이션즈

4D31 스코트라(주)

4D41 세운여행사

4D42 경기해양안전체험관

4D43 엠1971마린주식회사

4D44 제부마리나

4D51 경기바다해양관광관

4D61 화신에프알피산업

4D62 새한마린

4D71 이스트코/Lift Foils

4D73 (주)케이마린

4D81 (주)한국알앤드디

4D82 해양오릭스(주)

4D91 컨퍼런스룸 B

5A11 (주)록키

5A21 에스텍마린㈜

5A41 레저보트매니아

5A61 보트코리아

5A71 (주)일렉트린

5A73 프리테크 엠아이

5A74 (주)백산프로펠라

5A81 대동마린테크

5A91 온라인 수출상담회장

5B71 씨퍼스트 엔지니어링

5B72 코넷마린 주식회사

5B73 동진아이엠테크 주식회사

5B74 대화전기

5B75 (주)제일진공펌프

5B81 대동마린테크

5B91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5B92 비즈니스라운지 A

5C71 피엔피

5C72 아리온통신 주식회사

5C73 (주)비갠

5C74 (주)지엠티

5C75 주식회사 진아

5C76 프라나 주식회사

5C81 주식회사 해민중공업

5C82 (주)에스에이엠텍

5C83 (주)리벤씨

5C84 진영프로토

5C91 한서대학교

5D11 스타마린

5D21 동연보트

5D41 이에스마린(주)

5D51 럭키마린

5D61 현대요트주식회사

5D71 더에스에이치코퍼레이션

5D73 하이랜더 RV

5D81 우정티알비

5D82 에이치비에스요트

5D83 가비마린

5D91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5D92 KIBS STUDIO 

5E81 주식회사 피스

5E82 가야미

5E83 주식회사 모쓰

5E84 안드레52

5E91 컨퍼런스룸 A

5F81 국제비행선박협회

5F83 한국해양구조협회

부스번호 회사명 부스번호 회사명

한국국제낚시박람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업체리스트

A01 1958 피노키오

B35 강·바다낚시

E21
경남국제낚시 및 해양레저

박람회

E01 경북동해권관광진흥협의회

E01 경상북도관광협회

A10 경우스타(파라솔 각도기)

E01 경주시청

A12 광림레저

A56 꼬마루 수제 육포

A07
낚시 & 친구들

(부력이 조절되는 소프트봉돌)

E61 낚시사랑쇼핑몰

B53 낚시창고

D21 월간 낚시춘추

D37 주식회사 네모

B56 누리지아 피싱마켓

A29 닥터레이즈

F48 (사)대한스포츠낚시중앙협회

A18 동영어패럴

F11 동일레저

A30 뜨는좌대

F31 라팔라브이엠씨코리아㈜

A57 레드케어(함양농협. 구기자)

D02 ㈜레토피아

D01 ㈜루메나

B51 ㈜마그마

B02 마린플레이

C21 ㈜마이카누

A54 메가이비자산㈜

E32 월간 바다낚시&씨루어

E22 영어조합법인 바다캉

A08 바코 엘앤에스

B57 받침틀나라

A27 ㈜불레부

F01 브이쿨 선글라스

A47 삼성비즈솔루션

F45 서강낚시백화점

B01 성우레저

C60 소닉스 SONIX

A13 수진실업

E42 슈퍼베이트

B42 신안테크

A22 신영LTD. / 신영피싱

A19 심통낚시

B61 ㈜싸파에프앤씨

B25 ㈜썬가드광학

A06 씨마코리아(국산가방)

D05 ㈜아가미

D05 아가미티씨

A50 아이마존

C31 ㈜아피스

B38 에스와이(sy)피싱테크

E31 에이스 베이트

C61
에코루틴

(비린내제거에코피쉬클리너)
C11/
D11

엔에스

A26
엠엔에스컴퍼니

(편광스포츠선글라스)

D47 엣지로드

E01 영덕군청

A17 영풍예방

A15 영풍오메가

D24 예조원

B41 오리엔탈

B81 오슬로피싱

B22 와노피싱

A23 요수

B11 우경레저

A11 우성레저

E01 울릉군청

E01 울진군청

B32 ㈜위니코니

D67 주식회사 유정피싱

B36 이유(가르샤)

D32 자수정레포츠(톡톡피싱)

C58 자이선

D31 ㈜자자손손

A02 정호엔지니어링

B03 제이웨이브(아래목)

B31 제이지글로빅스

A45 젬에스

C01 주식회사 조무사

A04
조아스레져

(허리가 편한 낚시의자)

A05 종이함(칼라박스)

A03
준테크

(받침틀의 자존심 어썸대어)

D22 ㈜지닉스

D71/E71 ㈜체리피시

D61 KZM FISHING

C49 코러낚시

E35 쿠로시오

E62 킬베이트

E67 툴라스

B54 트로프스

E32 ㈜파스미디어

F71 ㈜파워풀엑스

C59 팜누리

A41 패밀리레져(수정레져)

E01 포항시청

F61 프로피싱

A21 피싱 더듬이

E33 피싱티엠

F46 한국낚시교육원

F23 한국낚시채널

D41 (사)한국낚시협회

D51/F51 한국다이와 주식회사

B55 한미상사

E41 화이트웨이브

F31 13 Fishing

C59 BEKINA BOOTS

F31 Blue Fox

F31 DYNAMITE

D47 EDGE RODS

D05 LUMICA CORPORATION

D47 North Fork Composite

F31 Rapala VMC Corporation

F31 STORM

F31 Sufix

F31 Terminator

F31 TRIGGER-X

F31 VMC PECHE

F31 Williamson

부스번호 회사명 부스번호 회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