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품목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LoRa, NB-IoT, LTE-M, Z-Wave, 비콘, 

NFC, 5G, GIGA인터넷, WiFi, 블루투스, 
Zigbee 등

IoT 플랫폼
•오픈 H/W플랫폼, 디바이스 플랫폼, 

사물 연결 플랫폼, 사물 데이터    
플랫폼 등

IoT 디바이스
•센서(동작인식, 위치, 환경 등), RFID 

태그, 리더기, 모듈, 안테나, 프린터,   
센서노드, 배터리 등 

IoT보안
•디바이스 보안(경량·저전력 암호 모듈,  

기기위변조 방지용 보안 등)
•통신/네트워크 보안 (원격보안 관리, 침입

탐지·대응기술 등)
•플랫폼/서비스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 솔루션 등)
•생체인식 보안 (FIDO, 얼굴, 홍채, 지문 등) 

IoT 융합제품
홈/가전 |   스마트 TV, 냉장고, 정수기, 오븐, 밥솥, 로봇청소기, 온도조절기, 스마트보일러,      

스마트 가구 등
헬스/의료 |   스마트 밴드, 스마트 의류, 스마트 체중계, 운동기구(자전거, 골프  퍼팅 등) 등
에너지 | 스마트 미터기, 스마트 조명, 스마트 램프, 스마트 콘센트 등
개인생활 | 스마트 워치, 스마트 지갑, 스마트 링, 스마트 컵, 스마트 알람시계 등
안전/보안 |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가스락, 홈 CCTV, 스마트 안전모 등    

IoT 응용서비스
홈/가전 | 스마트 홈 서비스, 지능주택관리 서비스, 스마트 욕실 서비스, 스마트 조명 서비스 등
에너지 |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스마트 온도 조절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고압전력 원격 검침 서비스, 냉난방 등 공조시스템 등
제조 | 스마트제조 플랫폼 솔루션, 제조공정 자동화 시스템, 산업안전 솔루션 등
자동차/교통 | 지능형 자율자동차, 긴급구조/도로정보 시스템, 카쉐어링 시스템, 지능형 교통 관리 서비스 등
도시/안전 | 스마트시티/빌딩, 건물/교량 원격 관리 서비스, 시설물 안전 관리 서비스 등
환경 | 수질 및 저수지 관리 시스템, 기상관측 시스템, 대기오염 모니터링 서비스 등
헬스/의료 |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웰니스, 스마트 After-care 서비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농축수산 | 스마트팜, 가축관리 서비스,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  

www.iotkorea.or.kr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부스 신청 안내

2018년도

 신청기간:~ ‘18. 8. 3(금)까지 (조기신청 10% 할인)

 부스비용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02-881-5444) 또는 이메일(iot@kiot.or.kr)로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홈페이지(www.iotkorea.or.kr)

(VAT별도)

구   분
참  가  비

조기신청 (~3.30(금)까지) 일반신청 (4.1(토)~8.3(금))

독립부스
회원사 \1,800,000 / 1부스 \2,000,000 / 1부스

비회원사 \2,250,000 / 1부스 \2,500,000 / 1부스

조립부스
회원사 \2,250,000 / 1부스 \2,500,000 / 1부스

비회원사 \2,700,000 / 1부스 \3,000,000 / 1부스

※ 회원사 기준 :  ‘한국사물인터넷협회(산하 포럼 포함) 회원사 

Tel. 02-3454-1225 / E-mail. iot@kiot.or.kr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사무국

Tel. 02-555-7153  / E-mail. iot@kiot.or.kr

문의처

2018. 9. 12(수)~14(금) / COEX 3층 Hall C

조기신청

10% 할인

18. 3. 30(금)까지

2017년도
전시회 개최 결과 
후면 참고 ▶▶



 참가기업(관) 수 : 216개사 430부스 

 참관자수 : 43개국, 20,278명  

 전시회 참관객 분석 결과

| 2017 사물인터넷국제전시회 개최 결과 | 

2018년도 전시회 부스 신청 안내 전면 참조 ▶▶

 참가업체의 바이어에 대한 만족도  참가업체의 전시회를 통한 목적 달성도

업종별 전시회 참관객 비율

참관객 관심분야 참관객 참관 목적

담당업무별 참관객 비율
농축산/임업/수산업(광업포함) 0.85%

제조업 26.95%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5.27%

운수업 0.68%
도매 및  소매업(유통) 4.90%

건설업 2.83%
금융/증권/보험업 1.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8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물류) 0.60%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1.1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컨설팅 등) 27.66%

병원, 의료기관 0.38%
대학/연구/교육기관 4.88%

정부/공공 3.67%
학생 7.93%
언론 1.32%
기타 8.55%

물류/유통/건설(상품관리,재고/자산고관리 등), 물품위치 추적 등 23.35%

의약품/식품(실시간 생산, 재고, 유통관리  등) 1.82%

자동차/저전자/철강  등 제조(부품조달 및 생산공정관리 등) 21.78%

의류/패션/주류(진품확인, 물품 검수 등) 1.99%

농수축산(생장관리, 생산이력관리 등) 1.47%

의료/복지/안전(의약품 관리, 원격의료, 범죄자 위치추적 등) 17.68%

교육/문화/금융(입장객  출입관리, 문화재 이력 관리 등) 14.15%

소방방재/산업안전/환경(화재감시, 대기오염 측정, 음식물쓰레기 등) 15.74%

구매조사 5.55%
신상품/기술 정보수집 40.91%

제품/기술 구매 6.18%
업계동향 파악 23.86%

일반관람 16.52%
신규 거래선 확보 4.56%
기존 거래선 방문 0.95%

차기 전시회 참가여부 결정 0.43%
기타 1.05%

최고경영자 12.41%

마케팅/영업 19.82%

광고/홍보 0.96%

구매/조달 2.83%

제조/생산 3.16%

재무/회계 1.11%

기술/연구개발/디자인 33.22%

품질관리/검사 1.77%

총무/관리/복지/교육 2.06%

유지/보수 4.39%

기획 7.71%

재고/물자관리/운송 0.58%

기타 9.99%

매우 만족

16.81%

만족

76.47%

그저
그렇다

6.72%
매우 만족

27.73%

만족

64.71%

그저
그렇다

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