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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  람  회

산림 르네상스의 시작, 목재는 생활 속의 숲!



박람회 안내

박람회 개요 명 칭   2022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WOOD FAIR 2022)

일 시   2022. 9. 29(목) ~ 10. 2(일), 4일간

장 소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

주 제   산림 르네상스의 시작, 목재는 생활 속의 숲!

주 최   산림청, 대전광역시

주 관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후 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중앙회, 국가한옥센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

박람회 구성

개막식 및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

일시 : 2022. 9. 29(목)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1홀 로비

목재의 날 기념식 및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일시 : 2022. 9. 29(목)   |  장소 : 롯데시티호텔 대전 크리스탈 볼룸

·목재산업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목재공학회 학술 발표대회

·국립산림과학원 신기술 성과발표회

산림정책홍보관, 목재친화도시/목재 클러스터관, 목재산업관,

목재문화체험관, 목재작품전시관, 산림 힐링관, 주제 광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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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공식행사

학술행사

전시행사



박람회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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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중심에 ‘숲’으로 이뤄진 ‘목재 주제 광장’이라는 씨앗에서부터

정책-도시-산업-문화로까지 영향으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박람회

구 분 세부사항

산림정책 홍보관 산림, 목재 관련 정책 홍보 기관 및 단체

목재친화도시 및

목재 클러스터관
목재 활용 조성 사업 운영 및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 확대 목적을 가진 지자체

목재산업관

목재산업 채용정보관 취업 관련 자격 사항 및 정보 제공

목재문화 체험관 우드버닝, 우드터닝, 서각판화 등 참관객 대상 목재 체험

목재작품 전시관 목조건축대전, 한옥공모전 입상작품 및 목공예품 전시

산림 힐링관 산림 속 힐링체험 및 휴게 공간 제공으로 캠핑카, 캠핑용품, 카페테리아, 휴게 테이블

목재 주제 광장 숲에서 시작된 일상과의 조화로운 모습 공원화로 나무 쉼터 및 버스킹 공연, 포토존

목재 산업 관련 단체 및 기업

| 산업 | 목재 제조/생산/유통 국내외 기업, 목재 가공 기계 및 설비, 공작기계, 전동공구,

           충전공구, DIY공구, 수공구 제조사

| 제품 | 주문제작 및 짜맞춤 가구 제조사, DIY가구 제조사, 나무공예, 목재 완구 제조사 및 공방 등



부스 안내

기본 부스

독립 부스

· 기본 현수막 간판 및 전시 벽체

· 조명 5ea(내부 3ea, 간판 2ea)

· 인포메이션 데스크(1ea) + 의자(1ea) 1set

· 전기 1kW(220V, 2구 콘센트)

· 방염 파이텍스 1식

면적만 제공(부스 디자인 및 설치 신청업체 별도 시공)

| 제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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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View | | 탑 View |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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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일정

참가신청 2022년 8월 30일(화) 까지 선착순(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문의

2022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운영사무국

 T. 02-848-7779   F. 02-848-0999   E-mail. dongin@donginexpo.co.kr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T. 02-761-6180   F. 0502-261-6000   E-mail. wood@kwood.or.kr

신청 절차

납입 계좌

신청 비용

구 분 면적 사용료 부스 설치비 합 계 비 고

기본 부스 500,000 300,000 800,000
1부스

(3m*3m)

독립 부스 500,000 - 500,000 4부스 이상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사무국 FAX 또는 이메일로 송부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계약금 납부(참가비의 50%)

2022년 9월 16일(금)까지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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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VAT별도)

농협 0502-333-1004-08   |   예금주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2022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

운영사무국  T. 02-848-7779   E-mail. dongin@donginexpo.co.kr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T. 02-761-6180   E-mail. wood@kwoo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