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전람이 선정한 세계 20대 전시 박람회 일람】 

아래 일정은 펜데믹이후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가 있음으로 정확한 일정등은 

반드시 기재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박람회명 NEPCON JAPAN - INTERNEPCON 

개최지역 & 일정 일본(동경) & 2022/01/15(수)-01/17(금) 

홈페이지 https://www.nepconjapan.jp/ 

주요 특징 ✓ 전자 제조와 SMT 분야에 있어 장비, 기술, 재료, 부품 등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인 대형화된 

전자제조, 실장 전문 박람회로서 전자 산업 전문인들로부터 

필수 참여 전시회로 잘 알려져 있음. 

✓ 전 세계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네프콘 전자 박람회의 

핵심되는 전시회로서 아시아권의 전자 제조 시장을 

분석하고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함. 

✓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자, 제조 솔루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전자 제조 및 R&D 에 필수적인 7 개 핵심 분야로 

구성. 

 

박람회명 ROBODEX EXPO(Robot Development & Application Expo) 

박람회명 CES 2021 (2022 International CES) 

개최지역 & 일정 미국(라스베가스) & 2022/01/07(화)-01/10(금) 

홈페이지 https://www.ces.tech/ 

주요 특징 ✓ CES 는 소비자 기술 사업에 번창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계 모임 장소이자 차세대 혁신이 시장에 소개되는 글로벌 

단계 인 50 년 동안 혁신가와 획기적인 기술의 시험장 

역할을 함. 

✓ CES 는 소비자 기술 하드웨어, 컨텐츠, 기술 전달 시스템 

등의 제조업체, 개발자 및 공급 업체를 포함하여 4,500 개가 

넘는 전시 회사를 선보이는 박람회. 

✓ 약 160 개국에서 250 명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과 170,000 

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으로 통함. 

✓ 1967 년 6 월 뉴욕에서 첫 번째 CES 가 개최되었음. 

https://www.nepconjapan.jp/
https://www.ces.tech/


개최지역 & 일정 일본(동경) & 2022/02/12(수)-02/14(금) 

홈페이지 https://www.robodex.jp/ 

주요 특징  ✓ 일본을 대표하는 로봇 기술 전시회 

✓ 2017 년에 시작된 이 전시회는 매년 규모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젠 일본을 대표하는 로봇 기술 전시회가 되었음. 

✓ 로보덱스는 SMART FACTORY Expo(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시회) 및 WEARABLE Expo(웨어러블 기술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되며 3-in-1 쇼는 첨단 기술을 찾고자 하는 

많은 산업 전문가들을 끌어들임. 

 

박람회명 SMART FACTORY Expo(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시회) 

개최지역 & 일정 일본(동경) & 2022/02/12(수)-02/14(금) 

홈페이지 https://www.sma-fac.jp/  

주요 특징 ✓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위한 일본 최대 전시회. 

✓ IoT 솔루션, FA/로보틱스 기술 및 AI 를 포함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최신 기술과 솔루션이 모두 모임. 

✓ 스마트 물류 솔루션 전용 특별 전시 공간 및 AI(인공지능) 

특별 전시 공간 등 

 

박람회명 MWC 2022-GSMA/MOBILE World Congress 

개최지역 & 일정 스페인(바르셀로나)& 2022/02/24(월)-02/27(목) 

홈페이지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주요 특징 ✓ 세계이동통신사업자(GSMA)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 관련 

가장 큰 전시회 중 하나로 매년 초(2 월 말쯤)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 

✓ 정보통신서비스가 진화하면서 이업종간 융합이 활발하여 

5G 등 모바일 산업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AI, 4 차산업혁명, 

AR/VR, 로봇, 그리핀 소재, IoT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그 해의 화두와 

트렌드를 제시하고 교류의 장을 펼침. 

✓ 매년 한국 기업에서도 삼성, LG, SK telecom, kt, 크루셜텍, 

쏠리드 등 정보통신 각 분야의 대표 ICT 대.중소기업이 

참가. 

https://www.robodex.jp/
https://www.sma-fac.jp/en-gb.html
http://www.mobileworldcongress.com/


박람회명 METAV (Energy Storage Europe 2020) 

개최지역 & 일정 독일(뒤셀도르프)& 2022/03/10(화)-03/12(목) 

홈페이지 https://www.metav.com/ 

주요 특징 ✓ 독일 최대 규모의 금속 가공 기술 전시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공작기계 및 자동화 전시회. 

✓ 1980 년에 시작되어 지난 40 년동안 생산 기술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트렌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기위해 진화해옴. 

✓ 첨가제 제조, 판금, 와이어 및 파이프 머시닝 센터, 성형기, 

컨트롤러 등의 품목 전시 

 

박람회명 Japan IT Week Spring Part.1(동경 IT 산업 박람회) 

개최지역 & 일정 일본(동경)& 2022/04/08(수)-04/10(금) 

홈페이지 https://www.japan-it.jp/ja-jp.html 

주요 특징 ✓ 최신 IT 제품 · 솔루션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본 최대의 IT 

전시회 

✓ Japan IT Week [봄], Japan IT Week [가을], Japan IT Week 

[간사이]의 연 3 회 개최되는 것이 특징. 

✓ 기업 · 관공서 · 단체의 정보 시스템, 경영자 · 경영 기획, 

개발 · 생산 시스템 개발, 마케팅 부서의 분들이 다수 

방문하여 개별 데모를 보고 비교 검토, 이슈에 대한 상담, 

견적 · 도입 시기의 협의 등이 전시 회장에서 이루어짐. 

 

박람회명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 (VIETNAM EXPO 202) 

개최지역 & 일정 하노이 & 2022/04/15(수)~04/18(토) 

홈페이지 http://vietnamexpo.com.vn/en 

주요 특징 ✓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포르, 체코 등 23 개국 내외의 

해외기업 300 여개사가 참가하는 베트남 내 최대 규모의 

종합 박람회 

✓ 29 년 동안 VIETNAM EXPO 는 최대 규모의 무역 진흥 

활동 중 하나로 베트남의 산업 및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기계 및 장비, 전기전자, 건자재, 가구, 의류, 식품 및 음료, 

https://www.metav.com/
https://www.japan-it.jp/ja-jp.html
http://vietnamexpo.com.vn/en


서비스업 등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품목 전

시 

박람회명 HANNOVER MESSE 2022 (하노버 산업 박람회) 

개최지역 & 일정 독일(하노버)& 2022/04/20(월)-04/24(금) 

홈페이지 https://www.hannovermesse.de/ 

주요 특징 ✓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박람회 중 하나. 

✓ 일반적으로 약 6,500 개의 전시 업체와 250,000 명의 

방문자가 찾음. 

✓ 하노버 메세 ( Hannover Messe) 는 1947 년 하노버 남쪽 

Laatzen 에있는 손상되지 않은 공장 건물에서 전후 독일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영국 군 정부 의 배치에 의해 

시작됨. 

✓ 2020 년 하노버 전시부터 산업, 에너지, 물류의 핵심주제 

아래 7 개 전시분야로 개편될 예정. 격년으로 개최되던 

"독일 하노버 국제 물류 운송 전시회"(CeMAT)는 2020 년 

부터 "Logistics" 로 하노버 산업 전시회에 통합되어 격년 

개최됨. 

  

https://www.hannovermesse.de/


박람회명 UAE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Dubai 2020) 

개최지역 & 일정 두바이 & 2022/06/07(일)-06/09(화) 

홈페이지 https://automechanika-dubai.ae.messefrankfurt.com/dubai/en 

주요 특징 ✓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국제 자동차 애프터 마켓 박람회 

✓ 자동차부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와 기존 

유통/공급 업체들의 교류의 장이 됨. 

✓ 또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및 주요 CIS 국가를 연결하기 

어려운 시장을 위한 중앙 거래 링크의 역할도 함. 

 

박람회명 CommunicAsia Singapore 2022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개최지역 & 일정 싱가포르(싱가포르)& 2022/06/09(화)-06/11(목) 

홈페이지 http://www.communicasia.com/ 

주요 특징 ✓ 국내 정보통신분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효과적인 

유망 전문 전시회. 

✓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식별하기 위해 업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공급 업체 및 구매자의 범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 통신 기술의 최신 개발이 시연 

및 시연 됨. 

✓ 광섬유 케이블, 휴대 전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서버, 

스마트 폰, 소프트웨어, 전화 기술, 무선 네트워크 등 

 

박람회명 2022 미국 플로리다 의료기기 전시회 (FIME 2020) 

개최지역 & 일정 마이애미 & 2022/06/23(화)~06/25(목) 

홈페이지 https://www.fimeshow.com/en/home.html 

주요 특징 ✓ 중남미 시장 진출의 관문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역에서 

의료기기, 장비, 서비스 등을 선보이는 행사로 올해로 

29 회째를 맞는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및 서비스로는 

전자의료기록 관리(EMR), 블록체인 시스템, IoT, 인공지능, 

음성 인식 및 명령, 센서 등이 있음 

https://automechanika-dubai.ae.messefrankfurt.com/dubai/en
http://www.communicasia.com/
https://www.fimeshow.com/en/home.html


✓ 의료 기기 및 장비, 서비스의 영역이 데이터 수집과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을 측정하고 예측하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범위로 확대됨 

✓ 전시회의 지리적 특성상 북미 지역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서유럽 등에서 찾아오는 바이어들이 다수 존재해 진출 

가능한 시장이 광범위한 장점이 있음 

 

 

박람회명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시회 (IFA) 

개최지역 & 일정 베를린 & 2022/09/04(금)~09/09(수) 

홈페이지 https://www.ifa-berlin.com/ 

주요 특징 ✓ 1924 년 처음 개최된 프리미엄 소비자 가전의 선두지역 

유럽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및 멀티미디어 전문 

박람회로서, 유럽 지역의 유력바이어 및 중동, 아프리카의 

바이어들의 교류의 장이 됨. 

✓ 가전 분야 최고의 마케팅 플랫폼이자 세계 최대의 신제품 

시연장으로서 최고의 비즈니스 장소로 선도하고 있으며 

무역 파트너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등의 시장의 요구와 

트랜드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옴. 

✓ 신생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존 회사가 함께 가전 제품 

및 가전 제품 분야에서 미래의 아이디어, 제품 및 솔루션을 

소개 

 

박람회명 AUTOMECHANIKA 2022(자동차부품,정비박람회) 

개최지역 & 일정 독일(프랑크푸르트)& 2022/09/08(화)-09/12(토) 

홈페이지 https://automechanika.messefrankfurt.com/ 

주요 특징 ✓ 자동차 서비스 산업의 미래와 연결, 자동차 애프터 마켓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의 주요 테마와 혁신 전시회. 

✓ 산업, 대리점 무역 및 유지 보수 및 수리 부문을위한 국제 

회의장으로서 비즈니스 및 기술 지식 이전을위한 주요 

플랫폼을 제공. 

✓ 차체 및 페인트, 타이어 및 휠, 진단 및 수리 및 기타 – 

Automechanika 2022 은 새로운 테마와 명확하게 구성된 

https://www.ifa-berlin.com/
https://automechanika.messefrankfurt.com/


포트폴리오를 특징으로하며 처음으로 10 개의 제품 

세그먼트로 나뉨. 

 

박람회명 2022 TechCrunch Disrupt 

개최지역 & 일정 미국(샌프란시스코)& 2022/09/14(월)-09/16(수) 

홈페이지 https://techcrunch.com/ 

주요 특징 ✓ Disrupt 는 최초의 기술 스타트업 컨퍼런스로서 한 곳에서 

글로벌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기 위해 모이는 곳. 

✓ 오늘날의 리더와 미래의 최고의 신생 기업의 통찰력에서 

영감을 얻고, 비즈니스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업계 

분석가로부터 배우고, 최신 혁신과 다가오는 설립자를 

목격하고, 올바른 연결을 통해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음. 

✓ Dropbox, Mint 및 Fitbit 을 포함한 회사를 시작한 최초이자 

가장 전설적인 스타트 업 경쟁. 선택한 경우 25 개의 회사 

중 하나가 되어 Disrupt SF 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조언, 

코칭 및 최고 수준의 투자자 패널을 선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https://techcrunch.com/


박람회명 CeBIT Australia 2022(정보통신 전시회) 

개최지역 & 일정 호주(시드니)& 2022/10/01(목)-10/31(토) 

홈페이지 https://www.cebit.com.au/ 

주요 특징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보 통신 기술을 위한 주요 

비즈니스 컨퍼런스 및 전시회. 

✓ 모바일, 클라우드, 온라인 소매,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 기술을 다룸. 

✓ 정보 및 통신 기술의 현지 및 국제 서비스 제공 업체, 

제조업체, 소매 업체, 유통업치 등을 한대 모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IT 보안, ERP 소프트웨어, 웹 3.0 개발,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기술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을 

논의하고 판매 및 구매함. 

 

박람회명 홍콩 런치패드 (Startup Launchpad 2022) 

개최지역 & 일정 홍콩 & 2022/10/18(일)~10/21(수) 

홈페이지 https://www.launchpadhk.com/ 

주요 특징 ✓ 스타트업, 글로벌 온/오프라인 기업 및 제조사가 참가하여 

교류하는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하드웨어 전시회 

✓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및 글로벌 투자자, 글로벌미디어를 

만나 비즈니스 업무 협약의 기회를 가짐. 

✓ 창업기업의 부스전시뿐만 아니라 피치경연, 키노트, 

네트워킹 이벤트 등 참가기업이 실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환경을 제공 

 

  

https://www.cebit.com.au/
https://www.launchpadhk.com/


박람회명 2022 핀란드 슬러쉬 (SLUSH 2020) 

개최지역 & 일정 헬싱키 & 2022/11/19(목)~11/20(금) 

홈페이지 https://www.slush.org/ 

주요 특징 ✓ 2013 년 처음 개최되어 해를 거듭하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로 자리매김한 전시회 

✓ 슬러시에 참석하는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서비스/콘텐츠 

보다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많고, 분야도 

Bio/Healthcare, IoT, Big Data, Cloud 등으로 다양함. 

✓ 알토대학교 내의 스타트업 모임이 주축이 되어, 20 대의 

젊은 보드 멤버들이 행사를 기획-운영-관리 해나가고 

있으며, 이 행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Non-Profit 

Event 로서 운영됨. 

 

박람회명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스마트 시티 엑스포) 

개최지역 & 일정 바르셀로나& 2022/11/19(화)-11/21(목) 

홈페이지 http://www.smartcityexpo.com/ 

주요 특징 ✓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고 도시의 미래를 탐험하기 위한 

가장 고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도시 주요 행사. 

✓ 2011 년 첫 전시 이후, 도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영감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 기업, 사회적 기업가 및 연구 센터 등의 글로벌 미팅 

포인트가 됨. 

✓ 2019 년 개최에선 총 60 개국에서 540 개 기업이 참여. 

 

https://www.slush.org/
http://www.smartcityexp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