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hibiting guidelines／出展商征展项目／참가업체 모집요강 

Applications/Inquiries
申请及联络窗口

신청문의

Available Space
募集摊位数
모집 부스수

Schedule
工作时间表

일정

The Ota City of Tokyo is a rich commerce district with Japan's new gateway, Tokyo International Airport "Haneda."  There are 
many unique stores and restaurant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the daily lives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recently several Asian ethnic restaurants 
have come to area and added new color to the traditional streets.  
Beginning this October, Haneda airport will add international operations to its long history of domestic operation – making Ota City Japan’s closest 
link to the world.  As a result, Ota City can expect an increase in its number of overseas visitors.  
The Ota Commerce and Tourism Fair 2010 is a large event where the attractions of Ota City and Japan’s various regions can be discovered with a 
focus on the businesses and eateries from Ota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ibitors who will be linked with Ota through Haneda airport.  

　东京大田区作为日本的新窗口-是东京羽田国际机场所在地的工商业重区。在这里有着个性丰富的商业街和数量众多的饮食店,支持

大家日常生活的重要之地。以及最近也增加了不少原创亚洲民族风情的异国料理店,为商业街增添了几分色彩。

由于今年10月羽田机场将开通新的国际航线,大田区通过航空的连结,将与世界各地更加紧密结合在一起,会增加更多的外国游客来访大

田区的机会。

「おおた(OTA)商い(AKINAI) 观光展2010」是以大田区的商业与美食为中心,通过羽田机场的连接,让国内各地与海外的参展商能共聚

一堂,这也是发现大田区和各地新魅力所在的大型活动。包含商店和餐厅的宣传以及招徕观光客的活动,参展的主题是富有多样性的。

敬请利用此展会开拓新的商业机会。

도쿄 오타구(大田区)는 새로운 일본의 관문이 되는 도쿄 국제 공항인 "하네다"가 있어 상공업이 번성한 지역입니다. 개성 넘치는 상점과 
음식점이 많이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시아를 시작으로하는 에스닉 푸드 상점 등도 

더해져　상가에　흥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하네다 공항이 국제화 됨으로써 오타구는 항공로가 묶는 세계 각지와 가장 가까운 일본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외국인 

여행객이 오타구를 방문할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오타 상업(AKINAI) 관광 전시회2010」은 오타구의 상점이나 식당을 중심으로 하네다 공항을 잇는 국내 각지와 해외로부터의 참가 

업체를 한자리에 모아 오타구와 함께 세계 각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시킬 수 있는 큰 이벤트입니다.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PR부터 관광객 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시의 테마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부디 이 전시회를 새로운 비지니스 기회로 

활용해 주십시오..

Application Deadline
申请期限
신청마감

30th July (Fri.) 2010 * In case number of applications exceeds available space, applicants will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exhibition theme.
2010年7月30日(五)  *如申请参展单位较多的情况,将以展示会的主题做为优先考虑。
2010년 7월 30일 (금)  * 신청이 많을 경우는 전시회의 테마를 고려하여 선정 하겠습니다.

Venue/Dates
会场 /会期
회장/회기

Venue: OTA CITY INDUSTRIAL PLAZA PiO   Dates: October 16(Sat) - 17(Sun), 2010
会场: 大田区产业广场PiO  会期:2010年10月16日(六)17日(日) 
회장：오타구산업플라자PiO  회기：2010년10월16일(토)-17일(일)

Application Procedure
申请方法
신청방법

Please fill in all the information in the attached space application form. Application forms are being distributed at Ota City Industrial Plaza PiO. 
You can also download application forms from our website.
在规定的表格上填写必要事项。申请表格在产业Plaza处领取,也可在网上下载填写。
소정의 용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용지는 산업 
플라자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SAKURA International Inc. 
櫻花國際股份有限公司　
사쿠라인터내셔널 주식회사
+81-3-5646-1160         es@sakurain.co.jp

100 Booths of 6.25㎡ (2.5mW x 2.5mD x 2.4mH)       ￥31,500 including tax 
100間　6.25㎡（W2.5ｍ×D2.5ｍ×H2.4ｍ）　出展费￥31,500（税后）
100 부스  6.25㎡ (2.5m ×2.5m ×H2.4m)   출전료 ¥31,500

Booth Specifications
摊位內容
부스 사양

①System Wall Panels   ②Nameplate ③Fascia  ④Long Table （1800×450/ 1pce.）  ⑤Folding Chair (1pce.)　
⑥Lighting（Fluorescent Light/ 1pce）　⑦Power Outlet（100V, 2 socket, 15A）
①组合隔间板　②公司名称板　③楣板　④长桌（1800×450/1台）　⑤高脚椅（1个）　⑥照明（荧光灯/1盏）　
⑦電源（100Ｖ・2口、15Ａ）
①시스템 벽면 패널 ②회사명 간판 ③파라펫트 ④테이블 (1800×450 / 1대) ⑤접이식 의자 (1개) 
⑥조명 (형광등 1개) ⑦전원 (100V ・2구, 15A) 

July 30 (FRI) Application Deadline, 

August 27 (FRI) Exhibitor Meeting, 

October 14 (THU) – 15 (FRI) Move-In & Set-Up, 

October 16 (SAT) – 17 (SUN) Exhibition Period

 

截止日期 7月30日（五）　

出展说明会8月27日（五）　

搭建・搬入　10月14日（四）～15日（五）

展会期间10月16日（六）～17日（日）

 

7월 30일(금) 참가신청 마감 

8월 27일(금) 참가업체 설명회 

10월 14일(목)～15일(금) 설영・반입

10월 16일(토) ～17일(일) 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