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ORLD OF CONCRETE 2017, 1월 17-20일;  세미나: 16-20, 
세계 각 지역에서 오시는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World of Concrete에서 여러분의 사업 역량을 
강화시키기에 필요한 각종 제품이나 원자재 및 중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업용 건축 산업 
사상 최초이자 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로서 전 세계의 콘크리트 및 석공 전문가들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소: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소재 Las Vegas Convention Center  
출품:
상업용 건축이나 콘크리트 및 석공 산업에 쓰일 장비, 연장, 제품 및 서비스의 미국내 독점 유통업체 및 전 세계 OEM. WOC는 700,000 평방 
피트 이상의 실내외 전시장에 약 1,500개의 참가회사들이 출품을 할 수 있습니다. 

World of Concrete는 2017년도 국제 바이어 프로그램(International Buyer Program, IBP)에 참가 자격을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World of Concrete 쇼 관리국 및 미 상무성은 2017년 IBP 회원으로서 전세계의 바이어들과 미국의 참가자들이 2017년 쇼에 참여하여 국내 및 
해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 
WOC 2018: 1월 23-26일; 세미나 22-26일
WOC 2019: 1월 22-25일; 세미나 21-25일

국제 사업 센터(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IBC)
동료들과 네트워킹하고, 휴식과 신선한 청량 음료를 즐기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 사업 센터 내의 다국어 구사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초청장; 비자 신청 안내; 인터네셔널 대표단 안내; 현재 
비자 안내; 비자 팁 안내; 인터네셔널 서비스 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해외 방문자란에 있는 www.worldofconcrete.com 을 
방문하십시오. 

인터네셔널 대표단 
World of Concrete는 국제대표단의 본 쇼 참여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위해 15개 이상의 회원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동 산업계 최대의 연례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대표단은 해당 국가별로 미상무성 해외사무소를 통해 구성됩니다. 
공식적인 World of Concrete 대표단의 리더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만약 귀하가 공식적인 대표단의 리더가 되고자 
하신다면 담당 책임자인 Jackie James에게 이메일(jackie.james@
informa.com)을 보내십시오: 대표단의 일원이 되려면 해당 국가의 
건축 전문가에게 연락하거나 contactus@worldofconcrete.com 에 
이메일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십시오. 
대표단 소속 회원에 대한 혜택: 
-- 친절한 통역서비스  
-- 전시장에 한해 무료 입장 
-- 여행 및 숙박 예약업무 지원 
-- 비자 신청업무 지원

관람 인원:
공사 업계 모든 부문을 대표하는 60,000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상업용 하청업자, 콘크리트 
하청업체, 콘크리트 펌퍼, 건축담당 매니저, 딜러/유통업자, 장식용 
콘크리트 하청업자, 디자이너 및 스페시파이어, 일반 하청업자, 
블록/세그먼트 유닛 생산업자 석공 하청업자, 건축기사, 엔지니어, 
블록 생산업자, 레미콘 제조업자, 장비 임대센터, 수리 하청업자, 
주거용 하청업자, 특수 콘크리트 하청업자, 조립용, 파이프 및 블록 
생산업자, 조립용/보강용 콘크리트 생산업자 등.

교육:
WOC에서는 90분 및 3시간짜리 세미나와 실습 및 산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와 함께 100가지 이상의 기술 
향상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이 탁월한 프로그램에서는 훈련 및 
업데이트는 물론 증명서도 발급합니다.

공동 후원 기관:
•  American Concrete Institute
•  American Concrete 
 Pavement Association
•  American Concrete 
 Pumping Association
•  American Shotcrete Association
•  American Society of 
 Concrete Contractors
•  Associated Construction
  Distributors International
•  Basement Health Association
•  Canadian Ready-Mixed 
 Concrete Association
•  Concrete Foundations Association

•  Concrete Reinforcing 
 Steel Institute
•  Concrete Sawing & 
 Drilling Association
•  International Concrete 
 Repair Institute
•  International Grooving & 
 Grinding Association
•  Portland Cement Association
•  Post-Tensioning Institute
•  Precast/Prestressed 
 Concrete Institute
•  Tilt-Up Concrete Association
•  Wire Reinforcement Institute

특수 분야:
원자재 취급에서는 원가 절약형 자재 배달이나 유통, 콘크리트 타설 
및 토지 운반에 유용한 최신 트럭, 적재기, 굴착기, 고소 작업 플랫폼, 
기중기 및 기타 다른 장비 등을 전시합니다.

수리 및 해체에서는 상업용, 산업용 및 주거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리나 철거에 사용할 제품이나 장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덕트 센터는 레미콘이나 조립식 판넬, PS 콘크리트, 볼륨메트릭 
콘크리트 블록 등과 같은 콘크리트 제품 전시장입니다.

콘크리트 표면 및 장식에서는 상용 및 주거지용을 위한 장식용 
콘크리트 적용 및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축용 테크놀로지에서는 최신 프로젝트 관리 및 회계용 소프트웨어, 
측량 용구, 무선 기술 등을 전시합니다.

World of Masonry는 석공 베니어판 및 벽토 기술 전용 특별 구역을 
포함한 최신 석공 제품, 연장, 기술 및 장비 전용 전시장입니다.

조립식 판넬는 코어링 머신, 파이프 언로더, 조립식 판넬 폼, 지상부/
지하부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파이프, 맨홀 및 정화조 장비 등을 
비롯한 조립식 판넬 제품, 기술 및 장비를 주로 다룹니다! 

콘크리트 조적재는 캐스팅 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제품을 
캐스팅하기 위한 장비 제조업자, 공급업자, 혼합물 및 자재를 
선보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 쇼케이스 강화 벤딩, 절단, 
스트레이트닝 및 패브리케이팅 기계의 리더들을 선보입니다.

exhibitions

국제 바이어 의 엄선된 참가자

지원 기관:
Expanded Shale, Clay & Slate Institute
Fiber Reinforced Concrete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