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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제환경전시회 Pollutec 2021년으로 개최 연기 결정  

기존 예정되어 있던 2020 년 12 월 1 일-4 일동안 100% 온라인 행사 진행 
 

 

새로운 일정 : 2021년 10월 5일-8일  
프랑스 리옹, 유렉스포 전시장 

 
Pollutec 전시회를 주최하는 프랑스 리드 전시사는 관련 업계 및 파트너들 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금년 전시회를 2021년으로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여전히 COVID-19가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많은 환경분야 출품업체들의 활동에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면서 해외 및 프랑스 방문객들의 방문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지자 

2020년 12월 1일-4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프랑스국제환경전시회 Pollutec 전시회를 2021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많은 전문가 방문객, 출품업체, 관련기관들은 환경을 주제로 중점을 

두는 이벤트들을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현재의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연기를 결정하였다.  Pollutec 전시회는 프랑스 리옹 대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전시회로서, 지역사회로부터 전시회 개최를 위한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받고 

있다.  
 

이러한 후원에 힘입어, 올여름까지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보건 안전 대책 등 방문객들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만,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면서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참가기업의 투자수익을 지키기 위하여 전시회 연기를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알렉시스 드 제라드(Alexis de Gérard), Pollutec 전시회 총괄 디렉터:  
 

« 우리는 연말로 예정되었던 Pollutec 이 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었던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Pollutec 은 환경 산업 전 분야가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2020 년 전시회를 강행하는 데는 고위험이 따르고, 모든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 년 12 월 1 일부터 4 일까지의 예정 되어있던 

기간에 웨비나(Webinar), 컨퍼런스및 비지니스 미팅등의 디지털 이벤트를 제공하여 2020 년 

에너지 및 생태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프랑스 리드 전시사 REED EXPOSITIONS France 정보 - www.reedexpo.fr 

Batimat, EquipHotel, IFTM-Top Resa, Expoprotection, Pollutec, SITL, Maison & Objet*, Fiac, Paris Photo… 및 45개의 웹사이트 

및 블로그 등을 포함한 40개의 주요 무역박람회를 통해 18개 비즈니스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Reed Expositions은 18,600개가 

넘는 기업과 108만명의 프랑스 및 해외 바이어를 통해 콘텐츠 및 네트워크 발전을 가속화한다.  

Reed Expositions은 Reed Exibitions 그룹의 일원으로, 60개 이상의 이벤트와 2개의 자회사인 Reed Expositions France et Reed 

Midem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무역박람회 주최자 중 하나이다. 

 

* Reed Expositions과 Ateliers d’Art de France의 자회사인 SAFI가 주최 

 

             

 
 

전시회 문의  

 
프랑스국제전시협회 

(프로모살롱 코리아) 

김선의 대표 02-564-9833 sekim@promosalons.com 

이가원 대리 02-564-9755 gwlee@promosalons.com 

 

http://www.reedexpo.fr/
http://www.reedexpo.fr/events/
https://www.facebook.com/Reed-Expositions-France-190698044305531/
https://twitter.com/ReedExpositions
https://www.linkedin.com/company/reed-expositions
https://www.youtube.com/c/reedexpo
http://www.reedexpo.fr/
mailto:gwlee@promosalo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