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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TH KOREA SMART GRID WEEK

2020. 10. 21(수) – 10. 23 (금)
서울 코엑스 A 홀

Host

Organizers

Sponsors

1

국내 유일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 전시회
• Korea Smart Grid Expo 2020은 한국 유일의 스마트 그리드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마트 시장의 미래를 조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스마트 커뮤니티 장비/기술, ICT Solution, ESS인프라/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 및 솔루션을 직접 보고 최신 트렌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2

국내/외 스마트 그리드 전문가들과 30,000여명의 바이어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
• LS 산전,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 국내/외 바이어, 스마트업계 종사자 및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그리드 컨퍼런스 동시 개최를 통한 다양한 정보 및
노하우 제공으로 전시참가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국제 컨퍼런스 동시개최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사례, 시장기회, 최신 기술 등에
대한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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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mart Grid Expo 2020
코리아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 2020 전시회 개요
명

칭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장

소

코엑스 A홀

주

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코엑스

기

간

2020. 10. 21 (수) ~ 10. 23 (금), 3일간

동시개최행사

규

모

200 개사 300 부스 30,000바이어

전시품목

Energy Plus (통합 행사 규모 : 500 개사 1,100 부스)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장비/기술

AMI, Smart Meter, DCU, MDMS, IHD, Smart Meter용 배터리, 스마트 가전기기
대기전력차단기, 스마트 플러그, ZigBee, PLC통신, WiFi, RF, HAN 연계 Devices,
AMR, 각종 Sensors, IoT(사물인터넷)기기/장비/기술

스마트 ICT Solutions

HEMS, BEMS, FEMS, CEMS, Home Network Systems, Demand Response,
Open ADR, Cloud 서비스, Big Data, 보안솔루션, Software/Applications,
기타 스마트 ICT Systems /서비스

스마트 송배전
장비/기술

HVDC, 초전도 케이블, 전압조정기, 인버터, 전력반도체, 스마트 차단기, 스마트
분전반, 스마트 배전반, EV 충전기(급속, 완속, 홈충전기), EV 충전서비스, EV 충전SW,
V2G, 고장진단 서비스, 원격감시 시스템, 기타 스마트 송배전기기/장비/기술

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기술

ESS, PCS, PMS, BMS, Capacitors, 이차전지

스마트

분산전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시스템, 태양열발전 시스템, 풍력발전 시스템,
소수력발전 시스템, 열병합발전 시스템, 바이오매스발전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Power Generation Systems

기타

LED, ZERO 하우스/빌딩, 스마트 팩토리, 에너지신산업 컨설팅, 빅데이터, AI,
에너지 블록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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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t Events
International
Smart Grid
Conference

Buyer
Business
Matching

세계 유수의 스마트그리드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업계의 비전과 전략 제시 및 동향 파악 기회 제공
일 시
장 소
주 관

2020. 10. 21 (수) ~ 22 (목)
코엑스 컨퍼런스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KOTRA 와의 협업을 통해 참가업체&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참가효과 극대화
일 시
장 소
대 상

2020. 10. 21 (수) ~ 23 (금)
비즈니스 상담장 (코엑스 Hall A)
해외바이어 - 국내참가업체

Co-located Events
Energy Plus Show Floor
Energy Plus 전시장 안내

Hall A
.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장비
/기술, 스마트 ICT Solutions 등

.

충전용 배터리, 캐퍼시터,
소개 및 부품 등

Hall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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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및 송배전기기류 전반

Benefits for Exhibitors
Korea Smart Grid Expo 사무국에서는 참가업체의 전시회 성과 극대화를 위해
365 일 홍보툴을 가동하여 참가업체를 홍보해드리고 있으며, 전시회 기간 중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할인 혜택

· 조기신청 할인 (약 10%)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원사 할인 (추가 )10%
· 중소기업 참가비 선착순 지원 (기업당 170만원(예정) 내외)

365일 지속적인 홍보

· Korea Smart Grid Expo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
브랜드 및 신제품의 온/오프라인 지속적 홍보 지원

온라인 맞춤형 초청장 제작지원

· 참가업체 로고와 부스번호를 삽입한 온라인 맞춤 초청장 및 이메일태그 제작지원

제품/신기술 현장 세미나 개최

· 개발 성과 및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장 내 세미나룸
(프로젝터, 마이크, 스피커 등 기자재 제공)

Discover your Opportunity at Energy Plus 2020
에너지분야 관련 통합 전시회
에너지 전 산업분야의 대표 전시회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한국전기산업대전, 인터배터리) 들이 동시 개최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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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Korea Smart Grid Expo 2019
Korea Smart Grid Expo 2019 by the Numbers
참가업체 수

부스 수

전체 참관객 수

해외 참관객 수

175

484

28,533

776

Korea Smart Grid Expo 2019
Analysis on Overseas Buyers
Number and Participation
Rate by Country

North
America

Asia

Europe

4.5%

15.2%

66.2%
Middle
East Asia

3.3 %
Central and
South America

1.8%

Overall Satisfaction Rate
참가업체 만족도
positive

Major Ex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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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 만족도
positive
positive

Africa

8.2 %

Oceania

0.8 %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절차

참가신청서 작성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2020. 08 .31 마감

Korea Smart Grid
Expo 2020 개막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50%

2020.10.21 (수)

단위 : 원, VAT 별도 / 회원사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원사

부스비 안내

구분

부스형태

조기 신청
( ~2020. 05. 31 까지)
일반 신청
( ~2020. 08. 31 까지)

부대시설 안내

독립부스

조립부스

회원사

1,900,000

2,300,000

2,800,000

비회원사

2,100,000

2,500,000

3,000,000

회원사

2,200,000

2,600,000

3,100,000

비회원사

2,400,000

2,800,000

3,300,000

구분

프리미엄부스

단가

비고

주간 60,000원/kw
24시간 80,000원/kw

주파수 60Hz

단상 220V
전기

삼상 220V
삼상 380V

전화

부스 안내
3m

60,000원/대

시외

80,000원/대

국제

200,000원/대

별도 정산없음

급배수 및 압축공기

150,000원/개소

인터넷 전용선 (LAN)

150,000원/개소

고객 관리 시스템

200,000원/대

독립부스

* 부스 이미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내

조립 기본 부스

프리미엄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3m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최소신청단위 2부스 이상
· 높이제한 5m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부스소재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국/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부스소재
전면부 : 조명이 삽입된 블록조립으로 구성
후면부 :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LED 패널 간판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 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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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1TH KOREA SMART GRID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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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mart Grid
Expo 2020

Tel. 02-6257-3636

Tel. 02-6000-8002/1065

Fax. 02-6257-3627

Fax. 02-6944-8304

E-mail. sjlee@ksga.org

E-mail. ksge@coe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