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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관련 전세계 산업체들은 Alpexpo-Grenoble 에서 2018년 4월 18-20일 까지 열리는  
Mountain Planet 살롱과 만나게 됩니다

겨울/여름 산 관련 산업과 개발 분야의 개혁, 유행, 최신 진보사항들이Mountain Planet에서 전시됩니다. 모든 산악 
관련 전세계 산업체의 주자들이 2018년 4월 18-20일 까지 열리는  제<5>23</5> 회, 미래를 지향한  이 살롱에서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파트너들의 신용과 긴 역사를 자랑하는Mountain Planet 살롱에는, 900 여 브랜드들과18 000 명의 전문 방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악 개발 분야에서의 국제 경제의 불가피한 중요 시점입니다.   이 BtoB 살롱은 전세계 산악 관련 
전문가들과 개발자들에게 서비스, 제품, 기량 부분의 시장 최신 혁신 사항들을 접하게 하고, 모든 방면의 주요 
주자들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실현 파트너들을 만나게 합니다.  

Mountain Planet 살롱에 참여하는 부분 중, 케이블 수송 (스키 리프트, 케이블카, 스키 좌석 리프트…) 관련 분야는,  
2016년 현재 세계 시장 점유도가, 15억 2400만 € (19 억 $)이상으로 예측되고, 2024 년 경에는 36 억 € (46 억 $) 
이상이 될 것으로  연구조사 기관인 Persistence Market Research Pvt가 예상합니다.  Ltd 는 New York.

Mountain Planet 살롱은,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미래의  건설이라는 혁신적 그르노블의 정신상태에 충실합니다.  
2018년, 살롱은 참가자들에게 미래 산업과 산악 관광을 관건으로 패널 토론을 제공합니다.  첫번째로, 4월 18일, 
Laurent Vanat가 눈과 산악 관련 관광에 대한 국제 보고서의 수치를 발표할 것입니다 : 현재 상황, 수치, 투자, 방문 
상황, 유행, 적설량 등등… 이 보고서는 스키, 눈, 산악 관련의 산업과 이 산업의 진보상황들을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알프스 또는 북 아메리카,  신입 회원인 중국, 또는 훨씬 덜 알려진 인도 또는 터어키 등의 
모든 행선지들에 대한 실제 답사를 통한, 현상황, 개발 성향, 시장의 가능성 등등의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만, 산악지의  23% 가 산과 관련한 경제활동에 연관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 내의 
스키장들의 겨울 시장 점유액은 2016/2017년,  5110만 명의 하루 스키인구, 100 만 명의 관광객 대비 90 억으로 
예측됩니다.   스키장들 전체에 대한 겨울 관광 관련 채용율은  120 000 명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스키 애리어 
출처).

평창 동계 올림픽 (2018) 과 그르노블 동계 올림픽(1968)의 별 아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살롱의 개최와 1968년JO의 50 주년을 맞는, 2018 은 그르노블 시에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도시, 산악관련, 스키관계 분야 산업 상의 세계적 주요 브랜드들인 Rossignol, 
POMA, Petzl, Montaz Mautino…등의 브랜드들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보게 했고, 1974년Alpexpo의Mountain Planet
살롱의 창조를 보게 했습니다.   JO 의 50주년은 또, Alpexpo 전람회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Alpexpo는 1968년 
동계 올림픽을 위해 특별 건설되어 1968년  운동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50 년 후, 2018년 2월 26일, 한국 평창의 
동계 올림픽에 참여한 프랑스 선수들이 프랑스 대표단의 귀국 축하를 위해 Alpexpo의Summum으로 곧바로 모이게 
됩니다.   이 특별 행사는 Alpexpo 와 CNOSF (프랑스 국립 올림픽 스포츠 위원회)의 직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마운틴 플라닛과 몇 가지 수치
1974년 그르노블시에서 처음 시작된 마운틴 플라닛은 산악 개발과 연관 기업들을 위한 세계적인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여름 겨울을 포함한 영구지속적인 산악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설비와 장비 경향/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 소개되는 기회이다. 마운틴 플라닛 박람회에는 전 세계 900 개 이상의 브랜드와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박람회 면적은 
42 000 m2이고 매년 60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오는 18000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있다. 
더 상세한 내용은 : mountain-plane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