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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문의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20-3 Tel. 02-2182-0772

K.FAIRS(주)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601호(테라타워 2차)  Tel. 02-555-7153

(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802호  Tel. 02-2284-0019

스마트앤컴퍼니(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22, 302호(당산동 2가) Tel. 02-841-0017

5월 29일(수) ~ 5월 31일(금), COEX

파리기후협정 이후 세계적으로 저탄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신정부 역시 이에 발맞춰 
에너지정책을 대전환하여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은 에너지분야의 기후변화대응, 수요관리, 보안, 안정성 확보 등 주요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 기존 에너지산업에 신기술, ICT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일거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원거래, ESS, 스마트그리드,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온배수열, 제로에너지빌딩, 전기자동차, 태양광대여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에너지신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ESS(에너지저장장치)”는 에너지신산업의 
중추적인 분야로서 국내외 각종 이슈와 맞물려 이미 빠른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에너지산업을 이끌어 
나갈 신성장동력이자 핵심 산업입니다. 

“국제 에너지신산업 및 ESS 전시회”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신산업 및 ESS 관련 전문 산업전시회로서 기업, 제품, 기술,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개최행사 

2019 국제 에너지신산업 및 ESS 전시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일시 : 2019년 5월 29일(수)~5월 31일(금)
• 장소 : 서울 코엑스 C홀
• 규모 : 100여개사 200여부스

•일  시 : 2019년 5월 29일(수) ~ 30일(목)
•초청바이어 목표 : 20개국 50개사
•2018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결과
 - 대 상 지 역 : 중동, 북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 CIS지역 등
 - 초청바이어 : 19개국 44개사 전기전력분야 유력발주처 및 기자재 수입상
 - 상 담 금 액 : 378건, 11.5억 달러(계약 추진액 7.9억 달러)
 - 초청바이어 리스트

No 국가 업체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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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BRICK LTD.

인도네시아 PT. PLN (PERSERO)

인도네시아 PT. MARINA CORPORINDO

아랍에미리트

캄보디아

SHIKKMO INTERNATIONAL
ADVERTISING LLC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링과 발전소에 사용되는 각종 
파이프, 열시스템, 제어장치 등 각종 설비 디자인, 설계에 
종사하는 회사

PLN은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의 회사로 인도네시아 전력 
분배 독점권을 가지고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태양, 화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전기 
관련 장비를 유통하는 회사

산업용 LED 조명을 전문적으로 수입, 유통하는 회사

ELECTRICITE DU
CAMBODGE(EDC) 캄보디아 산업자원부 산하 설립된 캄보디아 전력 공급 회사

러시아(DRIVE SYSTEMS LLC) / 말레이시아(APEX COMMUNICATIONS SDN BHD, SAJAN AND COMPANY) / 미국(e’GAUGE STSTEMS LLC) / 
미얀마(MONEY TREE CO.,LTD, RHINO ELECTRIC CO.,LTD, LINEAR POWER INT’L CO.,LTD) / 베트남(BAO MINH CHAU INDUSTRIAL JSC, PEICO 
COMPANY, VINH THUAN PTE) / 스리랑카(KENT ENGINNERS PVT LTD.) / 슬로베니아(ISKRA) / 싱가포르(CONCRET CONSULTANCY, APBC, 
Al-BURRAQ TRADERS) / 아랍에미리트(TURBO LLC, MOHD AL ZAROUNI LLC) / 오스트레일리아(REYNOLDS) / 요르단(ASTRASCO LLC) / 
인도(TANVI INTERNATIONAL LLC, EKVIRA IMPEX, SUPREME ENGINEERING CO LTD, INE VALUE CREATORS & CONSULTANTS(P)LTD, PEARL 
CARE, SHREEJI IMPEX) / 인도네시아(P.T. ARBOLINDO UTAMA, PROCESS HEAT ENGINEERING, VANDNA ENGINEERS) / 일본(IT-JAPAN 
CO.,LTD) / 체코(KMB SYSTEMS,S.R.O) / 캄보디아(STS CAMBODIA CO.,LTD, SCI ENERGY CO.,LTD, SOK ENTERPRISE, WIN CORE CO.,LTD) / 
태국(SEASONS OVERSEAS) / 파키스탄(M/S HAYAT SONS) / 필리핀(CENTRADE, HK TRADERS, TRACSYS GROUP OF COMPANIES)



명  칭 2019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2019년 5월 29일(수) ~ 5월 31일(금)기  간

서울 코엑스 C홀장  소

주  최

주  관

특별후원

전시회 개요

전시품목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환경 정책”, “에너지신산업”
지금 우리는 미래사회를 위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빅데이터, IoT, ESS, ICT, AI, 에너지효율, 수요자원거래, 전기자동차 등 미래사회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및 시장 생태계 조성! 그 중심에 바로 “전기전력 산업”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은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전기를 효율적, 친환경적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2019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제 에너지신산업 및 ESS 전시회”, “국제수소산업전시회”등을 동시개최하여 전기·전력 산업이 가야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전기전력산업 대표 전시회인 “2019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394개사 598부스

14,191건 비즈니스 미팅

24개국 36,168명 참관

참가업체
참가효과

그저 그렇다  2.8% 

기대 이하다  7.1% 

기대 이상이다  29.2% 

기대한 성과다  60.9% 

수출상담회
만족도

만족한다  51.2%

보통  14.0%

기대 이하이다  2.2%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참가비 납부처 : 국민은행 419801-01-164470(예금주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참가신청서 작성
(선착순 마감)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이용료

참가계약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STEP 1 STEP 2 STEP 3

참가신청

부스안내 및 참가비

독립부스

독립부스 

기본면적만 제공되며 부스공사는 참가사가 직접 준비

기본부스

주최측에서 장치공사 지원

기본부스 제공내역  

부스벽체, 바닥방염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전력220V단상 

1kW(2구콘센트 1개포함), 기본조명(조명등2개), 안내데스크 1개, 

접의자 1개기본부스 

구분 금액(부가세별도) 비고

독립부스

기본부스

￦200,000/㎡

￦250,000/㎡

최소 24㎡ 이상

최소 12㎡ 이상

전기전력설비관

•송·변·배전설비 및 기자재
•수·배전설비, 분전반, 감시제어반 및 관련  
 기자재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DC전원, 무정전전원장치, 자가용발전기,  
 연료전지
•DC배전, DC통신장비, DC서버
•전기품질대책설비·기기 및 관련 기자재

•피뢰설비 및 관련 기자재
•방송·통신·정보설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화재경보, 연기감지, 방재, 방범설비 및   
 관련 기자재
•자산관리 및 상태감시시스템 및 기자재
•계측, 시험기기

스마트그리드 산업관

•에너지저장 및 관리시스템
•AMI 인프라
•스마트홈·빌딩기술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배전자동화시스템
•수요반응·가상발전시스템

LED 조명 산업관

•램프, 조명장치, 조명제어장치
•조명장치 관련 부품·소재
•모듈·패널

•검사·측정·시험·평가 장비 및   
 관련 기자재
•LED생산장비 및 기자재

발전 플랜트 산업관
•화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수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원자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자재
•풍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조력발전설비 및 기자재
•열병합발전 및 관련 기자재
•전력제어, EMS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실가스 저감장치 및 관련 기자재

2018년 개최성과

매우 만족한다  32.6% 

 부스 참가비
1부스(12㎡)=4m×3m

후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