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두바이 Breakbulk 국제 물류운송 박람회 

BREAKBULK Middle East, Dubai 

전시회 개요  

■ 개최일시    2020년 2월 25일 – 26일 ( 2일간 ) 

■ 개최장소    Dubai World Trade Centre, Dubai  

■ 전시규모    93개 참가사 /1,699개사 3,408명 참관객(지난 해 대비참관객 83% 증가) 

■ 웹사이트    https://middleeast.breakbulk.com 

■ 주최기관    ITE 

■ 전시품목    화물 운송, 해상 수송, 항만, 화물, 장비, 산업 관련 서비스 등 

■ 참가비용    기본 패키지 부스 $ 5,355 

Dubai World Trade Centre, Dubai 

2020. Feb.25-26 

전시회 특징  

■ 프로젝트 화물과 Breakbulk 사업을 위한 중동 지역의 가장 큰 행사  

■ 의사결정자인 프로젝트 소유자, EPG, 산업 제조업체 및 글로벌 프로젝트가 참가 

■ 사업 분야와 유형에 따라 컨퍼런스 및 다양한 행사가 동시 개최될 예정 

https://middleeast.breakbulk.com/
https://middleeast.breakbulk.com/


지난 전시회 결과 

■ 개최일시   2019년 2월 11일 – 12일 (2일간) 

■ 개최장소   Dubai World Trade Centre, Dubai  

■ 전시규모   93개사 참가 / 약 3,408여명의 참관객, 452개 해운 회사 

■ 관심분야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석유, 가스 / 제조 분야 / 금속 분야  

o 관심 산업 분야 Top 5 

 - 여러 화물 산업 분야 중 EPC 분야와 석유, 가스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제조 분야, 금속 분야 등 분야에 관심을 가짐 

o 관련 국가 및 업체 수  

 - 75개 국가에서 참가업체와 방문객이 해당 전시회를 참가 및 참관을 하였고,  

   관계사로는 화물 운송 업체와 해상 운송 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장비, 

   화물 소유주, 항구 & 터미널 등이 그 뒤를 이음 

o 해운 업체 참관객의 회사 및 조직명 

 - 전세계 유수의 해운 업체의 담당자들이 해당 전시회에 참관 



o 참관객의 주요 직무 분야 

 - 참관객 중 26%가 영업 및 마케팅팀이고, 선박관리팀, 경영지원팀, 운영팀, 

   프로젝트팀 순으로 방문 

o 참관객의 조직 내 의사결정 역할 

 - 참관객 중 조직 내 최종 결정권자가 31%를 차지하고, 조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참관객이 36%에 달함 

o 2019년 참가사의 2020년 전시회 재참가 예약률(190416 기준) 

 - 2019년 참가사(93개사) 중 97%가 2020년 전시회 참가 예약 확정 



o 세계 해운산업, 경기회복과 물동량 증가로 회복 국면 

- 세계 경기 회복과 물동량 증가세 속 선박 인도량이 주춤해지면서 해상운임 상승 기조 시현 

- 세부 해운시장 별 수급 차이로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 

- 벌크시장 회복 이후 컨테이너시장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전망 

o 컨테이너해운시장, 공급과잉 속에서도 하반기 회복 가능 

- 세계경기 호조 속에 물동량 증가세로 성수기인 18년도 3분기 이후 상승세 전망.  

- 컨테이너용선지수인 HRCI는 18년 3월 14일 기준 703p로 연초대비 17% 상승. 이는 향후 컨테이너해운시

장 관련 긍정적인 신호 

o 컨테이너운임지수 상승 반전 신호  

- 3월 16일 기준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CCFI)는 809.8p. 상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675p를 기록  

- HR종합용선지수는 최근 크게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컨테이너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워주고 장기 해운산업 

사이클상 운임은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 

세계 해상 운송 시장동향 

o 2017년 11월 세계 총 화물톤킬로미터(FTK)는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 

세계 항공 운송 시장동향 

o 화물량과 화물 수요가 함께 증가할 전망  

- 2016년과 2017년 초에는 수요 성장세가 화물 공급량을 앞질렀으나, 최근 수개월 동안의 FTK 성장세가 

정체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6개월 동안에는 공급량과 화물 수요가 비슷한 속도로 증가 

o 2017. 10월 전 세계 항공화물(Cargo)은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  

- 화물 수송량 성장세가 2분기와 3분기 동안 가속화 되었으며, 10월에도 성장세를 지속  

- 2017. 10월 모든 지역에서 화물 수송 성장세 보였으며, 아프리카, 북미, 남미 카리브, 유럽, 아태, 중동  

  지역의 화물 수송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5.9%, 8.8%, 6.9%, 6.3%, 3%, 1.7% 증가 



글로벌전시팀  Tel : 02-6671-0747  Email : global@gbexhibition.com 
Home Page : www.gbexhibition.com  l  Naver Blog : http://blog.naver.com/homdex1999 

20190416 기준 도면 

참가문의 담당자 김나영 매니저 

전시장 도면 

mailto:trade@gbexhib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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