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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MART FACTORY
KOREA?
제조현장의 전 과정을 사전 시뮬레이션과 모델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적의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차세대 제조공장을
의미하는 Smart Factory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핵심
키워드로써 기업체에 불량감소, 원가절감, 시제품 제작기간
단축은 물론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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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 국제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 & 엑스포

2019. 6. 20(Thu.) 서울 COEX 그랜드볼룸(1F)
주

관
SMART FACTORY

특별후원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 | 09:30~18:00

장

소

서울 삼성동 COEX 그랜드볼룸(1F)

행사특징
•1일 3트랙, 27강좌, 국내외 스마트팩토리 선도 70여 기업 참가 예정
•제조공장 및 기업체 스마트팩토리 관련 담당자 2,000여명 이상 참관 예정
•2019 대한민국 SMART FACTORY 솔루션/제품 전시회 및 시연
•대한민국 Smart Factory 구축 바이어 상담회

5 Profesionals Conference
동시 개최(2F)

스마트팩토리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활용기술 세미나

지능형 로봇
활용기술 세미나

머신비전
활용기술 세미나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과정
교육 세미나

인공지능 실무자
활용기술 세미나

2019. Big Data
/Cloud CON.

2019 Interlligent Robot
CON.

2019 Machine Vision
CON.

2019 Smart Factory
PRO CON.

2019 AI
CON.
www.smartfactor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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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_ Exhibiting Items
제조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ystems for Manufacturing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서비스

Smart Factory & Platform Services

공장 자동화 및 제조
프로세스 자동화

Factory Automation & Process Automation for Manufacturing

제조용 에너지
관리 솔루션

Energy Management Solution for Manufacturing

정보시스템 & 솔루션 , 수주관리ㆍ생산관리ㆍ물류관리 시스템, 시스템 통합, 클라우드 구현
및 운용 서비스, 제품수명 주기관리시스템(PLM/PDM), 전사 자원관리 시스템(ERP), 생산관리
시스템(MES), 공급망관리 시스템(SCM), SCADA,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IoT - M2M 플랫폼,
품질관리ㆍ재고관리ㆍ스케줄링ㆍ모니터링 시스템, 사이버 시큐리티 시스템 등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솔루션 및 서비스, 제조공정 모니터링 솔루션, 자율생산 시스템
(APS), 3D 프린팅 솔루션 등

산업용 개방형 네트워크, FA·PA 장비 및 소프트웨어, FA·PA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제어
기기(센서, 스위치, PLC 등), 설비제어 장비(SCADA, DCS, HMI, PLC 등), 산업용 협동 로봇,
검사ㆍ측정기기, CAD/CAM/CAE, 보관기기, 반송시스템, 피킹 장치, 생산라인 설계 시스
템, 머신 툴, 머신비전, 물류기기, 자동인식장비 등

정보유출ㆍ출입통제ㆍ피지컬 시큐리티ㆍ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공장 에너지관리 시스
템(FEMS),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정전ㆍ절전대책, 예비관리ㆍ예지보전ㆍ예방
보전 솔루션, 메인티넌스 장비 및 시스템 등

제조 컨설팅
서비스

주요 참관객 _ Main

Consulting Services for Manufacturing
제조공정ㆍ부품관리 관련 시스템 설계ㆍ개발 서비스, IoT 제조개발 관련 전자부품ㆍ통
신모듈 등 제조수탁, 컨설팅, 창업지원 서비스 등

Attendees

•항공ㆍ우주, 해양 플랜트ㆍ제철ㆍ철강산업ㆍ방위산업 제조기업 관련 담당자 등
•전기ㆍ전자ㆍ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기업 관련 담당자 등
•자동차ㆍ석유화학ㆍ의료ㆍ제약ㆍ생명공학 제조기업 관련 담당자 등
•건설ㆍ건축ㆍ에너지ㆍ섬유ㆍ의류ㆍ패션 제조기업 관련 담당자 등
•기계ㆍ소재ㆍ부품 제조기업 관련 담당자 등
•모바일ㆍ이동통신ㆍ정보통신ㆍ식음료산업ㆍ일용 소비재(FMCG) 기업 관련 담당자 등
•건강ㆍ헬스케어ㆍ물류ㆍ유통ㆍ운송관련 기업 관련 담당자 등
•제조공정ㆍ부품관리 관련 시스템 설계/개발 관련 담당자 등
•벤처 캐피탈ㆍ금융산업ㆍ서비스 공급기업 관련 담당자 등
•지자체 및 정부ㆍ공공기관 관련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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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마케팅 계획 _ Promotion & Marketing Plan
■ 미디어 / 인쇄물 홍보
• 다국어 행사 브로슈어 제작(한글, 영어, 일어) 및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발송

• 해외 Industry 4.0 또는 Smart Factory 관련 협회
등과의 전략적인 홍보 파트너십 체결

•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홍보
• 스마트팩토리 관련 전문지인 월간 FA저널 SMART
FACTORY, 에너지관련 전문지인 월간 SOLAR TODAY
탄소제로, 인터넷 신문 Industry News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행사기간 중 현장 취재 보도

• 행사 홍보용 무료 초대권 제작 및 우편발송
• 국내 일간지와 주간지, 공중파 매체를 통한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홍보
• 행사 홈페이지
(www.smartfactorykorea.com)와 4차산업 혁명과
스마트팩토리 인터넷신문 Industry News (www.
industrynews.co.kr), 스마트팩토리 전문사이트(www.
fajournal.com), 연합뉴스 등 온라인 뉴스 매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관, 단체
웹사이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

• 인터넷 다국어 포털 사이트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 일본 SMART FACTORY EXPO 2019(1.16~1.18/일본
Tokyo)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스마트팩토리 관련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

참가시 혜택 _ Participating Benefits
■미
 디어 / 인쇄물 홍보
•행
 사장내 솔루션·제품 전시 및 데모 기회 제공
•참
 관객과 참가기업간의 1:1 사전 상담 매칭 신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 증대 기여
•S
 MART FACTORY KOREA 강연기회 제공
•S
 MART FACTORY KOREA 강연자료집 내 광고 게재
•행
 사 홈페이지는 물론 Industry News 등 국내 주요 인터넷 매체에 주요 출품기업 보도자료 및 제품소개 포스팅 기회 제공
•월
 간 FA저널 SMART FACTORY 홈페이지와 유명 인터넷 제휴매체·블로그·카페 등에 참가기업의 제품 및 구축사례 홍보 및 소개
•참
 가업체 우수 고객 초청을 위한 온·오프라인 무료 초대권 우편발송 대행
•참
 가업체 전용 고객 초청 온라인 무료 초대권 및 뉴스레터 제작지원, 발송
•국
 내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시장정보와 기술 트렌드 정보 제공
•국
 내외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팩토리 관련 인적 네트워킹 및 커뮤니티 지원
www.smartfactory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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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Show Report : Smart Factory 2018-Visitors’ Status
행사 규모 _ Events Size

24

1,542

Exhibitors

Attendees

2.2%
1.2%

2.5%

19.8%
4.7%
5.2%

업종별
참관객 분류

Tracks

Sessions

1.6%

3.4%
3.6%
4.0%
4.2%
4.9%

18.2%

7.2%
9.7%

24

2.4%

2.8%
3.0%

7.0%

3

16.5%

 기ㆍ전자산업 관련 기업
■전
담당자

■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하
공급업체 관련 기업 담당자

■ 모바일 및 이동통신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 기계부품 및 자동차
제조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 석유화학 관련 기업 담당자

18.9%

담당 업무별
참관객 분류

11.8%

13.9%

■ 제조·생산관련 담당자
■ R&D 관련 담당자

16.1%

15.2%

■ 공정설계 및 프로세스관리
관련 담당자

■ 기업체 경영지원 및 CEO

■ 생산계획 및 정보관리
담당자
■ 품질관리 및 QC/QA 신뢰성
평가관련 담당자

■ 시스템 통합 및
엔지니어링·설계 관련
기업 담당자

 양 플랜트 및 제철·
■해
철강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 구매·자재관리 관련
담당자
■ 영업·마케팅관련 담당자

■ 식ㆍ음료산업 관련 담당자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담당자

■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담당자

■ 의약품제조 및 의료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 수주관리, 물류관리,
재고관리 관련 담당자

■ 기계·부품제조 및
조립산업 관련 기업 담당자

■ 기타

주요 참가기업 _ Main Ex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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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유지·보수관련
담당자

■ 기타

참관객 피드백 결과 _ Visitors’ Answers
1.4%

7.1%

5.0%
28.6%

9.2%

Q. 참관객
관심 표명
강연 내용

10.9%

17.3%

20.5%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및
시스템

■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지원 정책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
사례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유지보수 노하우

■ 스마트팩토리 구현절차와
구축방법

■ 제조공장의 규모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방법

■ 스마트팩토리 관련 보안
및 표준화

■ 기타

1.4%
5.0%
7.1%
28.6%

9.2%

Q.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참관객들의
10.9%
관심도
17.3%

20.5%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및
시스템

■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업지원 정책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
사례

■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유지보수 노하우

■ 스마트팩토리 구현절차와
구축방법

■ 제조공장의 규모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방법

■ 스마트팩토리 관련 보안
및 표준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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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2%
5.5%

5.2%

6.3%
8.7%

13.8%

1.4%

3.6%

6.7%

Q. 참관객들이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투자규모

30.9%

Q.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
9.3%

7.0%

38.1%

(매출대비 %)

10.1%

23.8%

23.4%

■ 11~20%

■ 41~50%

■ 1~10%

■ 기타

■ 기존 설비와 적용가능
여부

■ 21~30%

■ 투자 계획 없음

■ 구축 비용

■ 기술 수준
■ 생산 중단

■ 직원 역량

■ 31~40%

■ 경영 여건

■ 제도 부족

■ 관리 및 유지보수

■ 기타

■ 지원 부족

2.5%
5.1%
5.7%

19.4%

6.9%
8.2%
10.6%

■ 생산제품 품질관리 향상

Q.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 후
가장 기대하는
효과
10.7%

■ 작업 생산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

■ 불량률 감소
■ 생산원가 및 코스트 절감

17.1%

■ 생산 및 검사공정 관리 원활
■ 기업 및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

■ 시제품 제작기간 단축
■ 생산공정 작업자 인원 감축
■ 납기시간 단축
■ 기타

13.8%

Q. 스마트팩토리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참관객들의 주요 의견 Top 5

1
기원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및 지원
금액의 다양화

공급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간소화)

2

4

산업별, 업종별 표준화 및 관련 분야
기술 육성

3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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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분야별 구축 사례 관련 정기적인
컨퍼런스 개최

강연 프로그램 _ Agenda
시간

강연 주제

09:00~09:40

참가자 등록확인 / 강연자료집 및 중식권 배포 / 전시부스 관람 및 상담

09:40~10:00

[기조강연1] 산업별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과 도입

10:00~10:20

[기조강연2] 제조산업의 변화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전략

10:20~10:40

[기조강연3] 사람과 제품, 인프라 장비간의 커넥팅 기술 전망

10:40~11:00

[기조강연4] 제조현장의 디지털생산혁신과 스마트팩토리의 미래

11:00~11:20

[기조강연5] 제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IoT 구축전략

11:20~11:40

[기조강연6] 제조현장에서의 협업로봇의 구축과 성공전략

11:40~12:00

개회식 및 오전 경품 추첨

12:00~13:30

중식 / 비즈니스 네트워킹 / 전시부스 관람 및 바이어 상담회

강연 TRACK
분류

TRACK A

R&D, Design & Plan
(기업체 R&D 및 기획, 설계관련
담당자 등)

TRACK B

TRACK C

Business & Application
(기업체 CEO, CFO, 의사결정
구매담당자 등)

Analytics & Integration
(기업체 시스템 통합엔지니어,
공정관리 및 유지보수 담당자 등)

13:30~14:00

제조현장의 생산관리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도입과 지원정책

스마트팩토리용 네트워크 플랫폼

14:00~14:30

품질관리/재고관리시스템

스마트팩토리 구현 핵심기술

IIOT와 인터페이스

14:30~15:00

스케줄링/모니터링 시스템

사이버 보안과 에너지 관리

통합계측과 제어, 모델링 방법

15:00~15:30

산업용 통신기술과 인터페이스

스마트팩토리 도입시 점검사항

클라우딩 컴퓨팅과 빅데이터 활용

15:30~16:00

커피브레이크 / 비즈니스 네트워킹 / 전시부스 관람 및 바이어 상담회

16:00~16:30

3D 프린팅과 적층제조기술

업종별 스마트팩토리 구축 전략

클라우딩 컴퓨팅과 데이터 분석기술

16:30~17:00

Supply Chain과 디지털화

AI·딥러닝 통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스마트팩토리 네트워크 플랫폼

17:00~17:30

숍 플리어 데이터와 디지털화

PLM 공정관리시스템

IoT와 Industrial 4.0 탑재 정보관리 시스템

17:30~17:50

비즈니스 네트워킹 / 전시부스 관람 및 바이어 상담회

17:50~18:00

오후 경품추첨 및 폐회

※ 상기 강연 주제는 주최측과 참가기업간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연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www.smartfactorykorea.com

SMART
FACTORY

KOREA | SEOUL 2019

부스 배치도 _ Booth Layout

Gold Zone

Gold Zone
Platinum Zone

Silver Zone
지능형 로봇
Zone

참가 예상 기업 _

Silver Zone
AI.빅데이터
Zone

머신비전
Zone

3D프린팅
Zone

스마트팩토리
상담Zone

Exhibitors (Expected)

그리드위즈, 다후아코리아, 대우정보시스템, 두산인프라코어,

이플랜코리아, 인아오리엔탈모터, 인텔, 지멘스, GE Sensing

로이체일렉트로닉, 로버트보쉬코리아, 로크웰오토메이션코리아,

Korea, 코그넥스코리아, 코오롱베니트, 쿠카로보틱스코리아,

리치앤타임, 리탈코리아, 미라콤아이앤씨, 바슬러코리아,

텍사스인스트루먼트, 파낙, 포스코ICT, PTC코리아, 필츠코리아,

바우머코리아, 바이드뮬러, 베이어일렉트로닉스코리아,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비츠로시스, 삼성SDS,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슈미드코리아,

한국보싸드, 한국IBM, 한국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시스코코리아, 아이퀘스트, 어드밴텍케이알, SAP코리아,

한국엔드레스하우저, 한국오므론, 한국요꼬가와전기,

SK C&C, 에이디링크, ABB, 에이티아이, 엔키아, LS산전, LG

한국훼스토, 한화테크윈, 힐셔코리아 등(가나다 순)

CNS, 오라클, 오토닉스, 오토데스크, 와고코리아, 위즈코어,

Platinum Exhibitor

Gold Exhibitor

Silver Exhibitor

(4.0(W)x1.5(D)x2.5(H)m)

(3.0(W)x1.5(D)x2.5(H)m)

(2.0(W)x1.5(D)x2.5(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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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십 참가 안내
참가기업 공동 제공 혜택
•참가업체 홍보부스 제공(*부스위치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배치)
•부스 내 바코드 스캐너 제공 
•회사명 제작/안내 데스크/제품 디스플레이 테이블 제공
•강연자료집 내 광고 1P 무상 게재(사이즈 : 210(W)x297(H)mm) 

•참가기업명 게재(강연자료집,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
•행사장 근무자 중식권 제공(인원 별도 협의)
•해당 부스 방문객 DB 제공
•강연 자료집 제공 

■ 스폰서십 개별 제공 혜택
참가유형

제공 혜택
•행사장내 현수막 제작  :
전시장 현판 내 현수막 제작, 설치
•기업체 로고 게재  강연장내
현수막 백드롭(무료초대권, 광고,
홈페이지, 강연자료집 등)

Platinum
Exhibitor

•홍보 부스 제공 
(4.0(W)x1.5(D)x2.5(H)m))
•강연기회 2회 제공   :
특별강연 및
트랙강연(*강연시간과
강연주제는 주최측과 협의하에 확정)

•참관객 대상 카탈로그 배포 
: 참관객 대상 강연자료집
배포시 카탈로그 최대 1,000부
이내 동봉 증정

•홍보 부스 
제공(3.0(W)x1.5(D)x2.5(H)m))
•강연기회 1회 제공  :
트랙강연(*강연시간과 강연주제는
주최측과 협의하에 확정)

Gold
Exhibitor

•참관객 대상 카탈로그 배포 
: 참관객 대상 강연자료집
배포시 카탈로그 최대 500부
이내 동봉 증정
•기업 IR 홍보 동영상 방영 
: 1회 방영시간 5분 이내로 총
2회 이내

•기업 IR 홍보 동영상 방영 
: 1회 방영시간 5분 이내로 총
5회 이내
•카탈로그 배포대 비치 
: 행사장내 공식 카탈로그
배포대에 홍보물 비치
•홍보부스 및 강연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데이터 제공 (3분 이내)
•강연자료집 무상 증정  :
10부
•기업홍보용 웹배너 게재  :
www.smartfactorykorea.com,
www.fajournal.com (각 2개월)

참가비
(VAT 별도)






특
 별강연

•홍보 부스 제공 
(2.0(W)x1.5(D)x2.5(H)m))

•강연자료집 무상 증정  : 5부

G
 old
Exhibitors

 트랙강연

S
 ilver
Exhibitors

 바코드 스캐너

8,000,000원

 업 홍보
기
동영상 방영

Silver
Exhibitor

  

12,000,000원

 Platinum
Exhibitors

•카탈로그 배포대 비치 
: 행사장내 공식 카탈로그
배포대에 홍보물 비치
•홍보부스 및 강연 동영상 촬영
및 편집 데이터 제공 (3분 이내)
•강연자료집 무상 증정  : 5부
•기업홍보용 웹배너 게재  :
www.smartfactorykorea.com,
www.fajournal.com (각 1개월)



강
 연자료집

카
 탈로그 배포대

5,000,000원

 달로그 증정
카

 인터넷 배너

※ 스폰서십 참가는 스폰서 존별로 참가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위치가 배정됩니다.
※ 참가신청 마감 : 부스 소진 완료시까지
www.smartfactorykorea.com

참가신청서 | Application Form
■ 참가업체 정보 _

Company Information

회사명

국문

영문

대표자

URL

국문

주소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영문

성명

소속/직위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 참가신청 내역 및 참가비 _ Application Description & Fees
참가 행사명

참가유형

(에 V해주세요)

(에 V해주세요)

SMART FACTORY

특별
할인

조기신청
할인

(VAT 별도)

10%

10%
(~2019. 2. 28)

__________________

P G S

KOREA SEOUL

합계

SMART FACTORY

P G S

SMART FACTORY

P G S

없음

10%
(~2019. 2. 28)

__________________

SMART FACTORY

P G S

없음

10%
(~2019. 2. 28)

__________________

KOREA BUSAN
KOREA SEOUL

KOREA BUSAN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001-335394

※ 예금주 : ㈜인포더

※ 계약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회사로고(ai)를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부스 위치선정은 참가비 입금 순서대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강연주제 및 전시품목 _ Lecture Topics & Exhibiting Items
참가 행사명
(에 V해주세요)

강연주제
강연자

 SMART FACTORY KOREA SEOUL

 SMART FACTORY KOREA BUSAN

 특별강연
 트랙강연
 성명

 부서

 직책

 CP

 E-MAIL

전시품목
본사는 SMART FACTORY KOREA 2019 참가규정을 준수하며, 상기와 같이 본 행사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SMART FACTORY KOREA 운영사무국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5 (마포동, 신한디엠빌딩 13F)
T. (02)719-6931(Ext. 305) 070-5031-5310(Dir.) F. (02)715-8245

E. sfk@infothe.com

www.smartfactorykorea.com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