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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ile Asia International Exhibitions 2017  
Invitation to Establish Korea South Pavilion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Machinery Show 
 

제 17회 텍스타일 아시아 (2017년 3월 28일 ~ 30일, 파키스탄 카라치 엑스포 센터) 

제 18회 텍스타일 아시아 (2017년 9월 16일 ~ 18일, 파키스탄 라호르 엑스포 센터) 

 

대한민국 국가관 참가자의 조기등록 혜택! (2페이지 참조) 

 

친애하는 한국 참가자 분들께, 

 

2017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제 17회 

텍스타일 아시아와 2017 년 9 월 16 일부터 18 일까지 파키스탄 라호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제 18 회 텍스타일 아시아가 각각 72%의 부스 예약률과 38% 부스 

예약이 완료되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스타일 아시아는 국제전시연맹 (파리, 프랑스)로부터 허가 받은 파키스탄의 오직 하나 

뿐이며 하기의 제품들에 관한 가장 큰 국제 B2B 무역 전시회입니다.  

 

Textile Asia 전시품목 카테고리 

Textile Spinning Knitting Weaving Dyeing Finishing 
Lab Equipment Garment Embroidery Digital 

Printing 
Leather 

Shoes & Sportswear 
Machinery 

Parts Accessories Graphic 
Systems 

Chemical & 
Dyes Industry 

 

전시국가는 오스트리아,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한국, 대만, 터키, 

영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CFT 아시아 (Clothing, Fabrics & Textile Fair Asia)는 최고의 가격과 품질을 갖춘 다양한 

섬유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실, 원단, 장식, 의류 

제조업체들, 소매업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모두 함께 하는 전시회를 만들 것입니다. 

전세계의 유명한 수출입업체와 제조업체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주요 

전시 품목은 하기와 같습니다. 



 

Home Textile Fabric Yarn 
Bed Linen Readymade Garments Bed wear 
Curtains Bathrobes Towels & others 

 

한국 국가관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하기와 같은 부스 금액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 One (1) Shell Scheme booth (minimum 9 sqm US$ 300 per sqm) 

주의: 14%의 파키스탄 정부 부가세가 관세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전시자에 대한 조기 등록자 혜택: 

1. 5성급 호텔 2인실 숙박 기준으로 3박 4일 무료 (미화 450불 가치) 

2. 호텔- 카라치 엑스포 센터-호텔 간 교통수단 제공 

3. 한국 참가자에 대한 공식 초청장 제공 

4.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제공 

 

주의: 조기 등록 혜택은 처음 50명의 참가자에 한해서 제공되는 선착순 방식

 

으로 

제공됩니다.  

 텍스타일 아시아 공식 홈페이지 

http://textileasia.com.pk/ 
 

 참가 신청서 

http://textileasia.com.pk/delegation-registered-form/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기의 프로젝트 매니저나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상무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타일 아시아 프로젝트 매니저 

Mr. Uzair Nizam 

휴대폰: +92-331-2376515 

스카이프: Uzairnizam7 

이메일: info@textileasia.com.pk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상무과 

전화: 02-796-8252 (내선 103, 108, 114)  

팩스: 02-796-1141  

Email: cc@pkembassy.or.kr 

tdevelop@pkembassy.or.kr 

tassist@pkembas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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