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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독일공작기계협회(VDW) EMO 하노버 2013 참가자 서비스에 만전  

 

2012 년 12 월 12 일, 서울 – 금속가공 분야 세계 최대 박람회인 EMO 하노버 2013 이 내년 

9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된다. 주최측은 브뤼셀 소재 유럽공작기계협회(CECIMO)를 

대신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공작기계협회(VDW)로 하노버의 도이체메세와 협력하고 

있다. VDW 는 독일 공작기계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관련 분야에서 박람회를 직접 

주관하는 소수의 업계 단체 중 하나다. VDW 는 오랜 전통과 폭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행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VDW 는 EMO 하노버 외에도 뒤셀도르프에서 METAV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METAV 는 2014 년 3 월 11-15 일 개최되는 제조 기술/자동화 분야 

세계적인 박람회다.  

 

VDW 와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 산하 공작기계 및 제조시스템 분과협회는 280 여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사는 독일 내 관련 분야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VDW 는 국내외 시장에서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VDW 는 EMO 하노버 2013 의 주관사로 도이치메세와 협력해 온라인 등록, 도이치메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다국어 지원, 비자 지원, EMO 전용 항공 및 철도 예약, 9 개국어로 된 

온라인 정보, 외국 단체 참가자를 위한 특별 예약, 테마 행사 등 박람회 방문객과 전시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emo-hannover.de에서 볼 수 있다. 

 

미디어 참가자를 위한 전용 페이지 www.emo-hannover.de/pressservice에서는 영어와 

독일어로 된 EMO 하노버 2013 관련 최신 자료를 볼 수 있다. 중요 행사관련 고지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제공된다. 행사 관련 통계 

외에도 전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 보도 자료와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영상 자료도 볼 수 있다. 미디어 등록을 할 경우 

영어로 된 최신 EMO 뉴스레터도 받아볼 수 있다. 미디어 페이지에서는 그 밖에 여행 정보나 

하노버 숙박 시설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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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담당자: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 아이피알포럼㈜  

유 재 은 대리  

전화 : 02-551-7063 

이메일: info@hf-southkorea.com 

 

 

※ 보도자료 문의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아이피알포럼(주) 전시 1 팀 유재은(Tel: 02-551-7063,  E-mail: avery@ipr.co.kr)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www.emo-hannover.de/presseservice 

  http://twitter.com/EMO_HANNOVER 

  http://facebook.com/EMOHannover 

  http://www.youtube.com/metaltradefair 

   http://linkedin.com /company/emo-hannover 

  http://www.cnc-arena.com/de/newsroom/emohann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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