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4일 ~ 16일, 프랑스 파리 부르제 전시장
WNE(세계원자력전시회) 출범 프랑스에서 열리는 첫번째 국제원자력전시회



“비즈니스” 지향의 독보적인 만남의 장



400개 이상의 출품업체 이미 예약



원자력 분야의 포괄적인 접근



6000명의 세계적인 기술전문가 및 정책결정자 참가 예상



높은 수준의 연사들로 진행하는 야심찬 컨퍼런스 내용



그리고 수많은 부대 이벤트…

프랑스원자력수출산업협회(AIFEN)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격년제 전시회인 WNE (세계원자력전시회)가
2014 년 10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 파리 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 전시회는 업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공급업체를 만나고, 수출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
현재 가동중인 전세계 430 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새로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2025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50% 증가 예상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및 안전의 개선
핵연료 가공, 핵폐기물 저장
수명이 끝난 시점에서 원자로의 해체
핵폐기물 처리 및 저장
모든 이슈들이 세계원자력전시회 영역의 잠재적 발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시회
연료 사이클에서부터 핵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부품, 운용, 안전, 방사능 차폐, 폐로, 로보트 공학, 교육,
의료용 응용 등 산업 전체가 참가할 것입니다. 400개 이상의 출품업체들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미주,
러시아 등에서 참가한 6,000명 이상의 기술전문가들에게 자사의 전문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10월 WNE에
참가하기로 이미 예약을 마쳤습니다.
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합니다. 예를 들면, ALSTOM, Altran, ANDRA, AREVA, Arcelor Mittal, Assystem,
Boccard, BUREAU VERITAS, Bouygues Construction, CEA, Cofely ENDEL, Daher, DCNS, EDF, GDF SUEZ,
Lemer Pax, MITSUBISHI ONET TECHNOLOGIES, ROBATEL, ROLLS ROYCE, Rosatom, Vallourec, Veolia /
ASTERALIS VINCI, WESTINGHOUSE, ZETEC ...
그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도 참가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그룹 리더 및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끄는 6 개의 원탁회의가 원자로 운용, 연료 사이클, 미래 기술, 폐로,
핵폐기물 처리, 교육훈련, 의료용 응용 등의 주제로 열립니다.
전시회 최신 소식과 하이라이트 분야(계약 체결, 파트너십 계약)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 WNE Tribune »
전시회 소식지를 매일 배포하고 “TV채널”을 통해 업계의 빅이슈가 되는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전시회와 더불어 국제적인 비즈니스 이벤트와 현장 방문이 방문객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WNE 세계원자력전시회 –하나의 목표:
원자력 분야의 기준이 되는 국제전시회
보다 많은 정보는
http://www.world-nuclear-exhibition.com
전시회 문의: 주한프랑스국제전시협회
(Promosalons Korea)
Tel: 02-564-9833
korea@promosal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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