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TOF는

언제나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선보이는 SMATOF를
통해 경남 제조업이 제 2의 전성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_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배은희 본부장

2019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I believe for the exhibitors and buyers SMATOF
2019 is a must-go platform to reaffirm old
relationships and cultivate new ones.“
_CICU(인도산업상업위원회) 부회장 Aman Gupta

The 6th International Smart Factory & Manufacturing Technology Fair

10.29Tue-11.1Fri｜창원컨벤션센터(CECO)

“스마트팩토리 품목 세분화로 MATOF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SMATOF 2019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랍니다.“_지브라 한국지사장

“이번 SMATOF 전시는 생산제조 자동화를
고려하는 기업 이라면 꼭 참여해야할 전시.“
_지멘스 김승환 이사

“SMATOF is evolving to trending SMART
technology exhibition this year and will shape
the future of machinery industry in Korea“
_UBM Trade Link sdn bhd Project Manager
Geonice Chong

SMATOF 2019 사무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6F
Tel. 055-212-1014~1015 Fax. 055-212-1200
E-mail. smatof@smatof.com
www.facebook.com/newmatof
www.smatof.com
주최

주관

후원

WHY Gyeongnam?

2019, 대한민국 산업 KEYWORD

대한민국 생산제조산업의 중심 경상남도
경남 창원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핵심 수출제조산업들이 40%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대한민국 8대 혁신정책 선정
대한민국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 경쟁우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 확대

1억원

최대

설비투자 지원

스마트공장 R&D 확대

전용 펀드 조성

2조원

20%

3천억원

2019년 까지

2022년 까지

2021년 까지

1.5억원

최대

기초사업

고도화사업

스마트팩토리 보급을 통한 경상남도 생산제조산업의 도약
울산

경남
206개 산업단지
6,010개사

27개 산업단지

국내 최대 생산제조 산업지역인 경상남도에서는 지자체가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 업체 대상
예산지원과 현장 중심 스마트 공장 보급/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1,883개사

01. 스마트팩토리 구축비 추가지원

02. 경남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부산

35개 산업단지
8,280개사

기존
기업부담

경상남도
지방비 추가지원

50%

20%

4년간 매해 500개씩, 2022년까지
2,000개 스마트 공장 구축

03. 관내 주력산업 스마트화
항공 산업 전국 1위

자동차 산업 전국 1위

조선업 전국 1위

기계 산업 1위

80%

28.6%

68.1%

44%

경상남도 내 산업별 국내주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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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스마트화

조선스마트화

로봇스마트화

연구개발 스마트화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
으로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 허브로 도약

조선해양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해양 플랜트 특화
생산 단지 조성

기계산업 집적지 창원을
로봇산업 중심지로 육성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

창원산단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구조고도화

국내 스마트 생산제조 최대 시장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되는 SMATOF에서
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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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MATOF?

SMATOF 만의 SMART한 혜택
▶ 숙박제공

경남유일 SMART FACTORY 특화 기계전시

경남유일 국제인증 기계산업전시회
UFI

FA솔루션

IOT/M2M

산업/제조로봇

소프트웨어

SMATOF는 전세계 전시회의
단 6%만 취득한 엄격한 국제기준의
UFI 인증 산업전시회입니다.

물류 솔루션

MOTIE
(부가세 별도)

항목

조기신청
참가비(독립)

SMATOF 2019

A 전시회

B 전시회

110만원

285만원

234만원

유료 6부스 이상

유료 10부스 이상

1개 객실 지원

2개 객실 지원

3개 객실 지원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및 경남지역 업체는 제외(울산 가능)

▶ 지게차 무상지원
선보이고 싶은 전시제품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부대비용을 해결해드립니다.

4회 연속 산업 통상자원부가 선정한
국제유망전시회 입니다.

참가비 부담 최소화
전시명

유료 4부스 이상

GLOBAL SMATOF
SMATOF 해외마케팅

SMATOF는 경상남도 스마트팩토리 보급과 지역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사전시 대비 55% 이상 저렴한 참가비로 참가사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주차장 무료지원
전시기간 동안(10.29~11.1) 참가사와 참관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전면 임대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해외 8개국 빅바이어 미션단 초청
및 해외로드쇼 개최

▶ 회의실 지원

SMATOF를 찾는 사람들

전시 기간 중 참가업체의 신제품 설명회 및 워크샵, 대형 컨퍼런스를 위한 회의실을 무상 제공해 드립니다.

목적

54%

20%

기술 동향 및
구매 정보 수집

제품 구매
거래선 확보

7%

5%

▶ 해외바이어 비즈니스 매칭

세미나 참여
협력 투자
전시회 참가 고려 제휴업체 물색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맞춤형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효과적인 1:1 바이어 미팅을 진행합니다.

업무분야

▶ VIP 라운지

37%

17%

제조/생산

연구개발/
디자인

참관객 구성

10%

6%

5%

마케팅/영업

경영관리

구매자재

품질관리/
검사

6%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크 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구매 Buyer Mission Group을 초청합니다.

관심분야

94%
유효바이어

경상남도 생산제조 및 스마트팩토리 수요업체 관계자를 한 곳 에서 만날 수 있는 VIP 라운지를 조성하여

15%

중국 심천 기계 협회(SZMA)

22%

21%

17%

말레이시아 제조자 협회(FMM)

9%

일반참관
스마트팩토리

금속 공작·가공

공구 및
관련기기

프레스 성형
및 유공압

인도네시아 기계협회(IMTMA)
베트남 기계협회(VMA)

인도산업상업위원회(CICU)

기계융합산업단지

항공우주산업단지

나노융합산업단지

해양플랜트산업단지

SMATOF는 경상남도 주요산업단지를
순환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지역
주요 생산제조 바이어들을 유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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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미디어(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사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국내외, 온/오프라인으로 업체 및 제품에
관한 보도자료 게재와 전시참가 홍보를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싱가폴 제조자 협회(SMF)

대만 기계협회(TAMI)

경상남도 주요산단 국내바이어 초청

▶ 미디어 홍보

▶ 무료 번역 지원
국제인증 다국어 번역기업 Flitto와의 제휴를 통하여 참가업체의 제품을 수출 희망국가의
현지 언어로 번역해드립니다.

▶ 현수막 제작
참가업체의 상호가 표기된 대형 SMATOF 현수막을 제작 및 발송해 드립니다.
세계최대 스마트팩토리 전시회 일본 SFE,
영국 SIE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전문화된
스마트팩토리 행사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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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Show Overview

참가안내

01

명

칭

2019 창원국제스마트팩토리 및 생산제조기술전 (구)2017 창원국제생산제조기술전 및 컨퍼런스
The 6th International Smart Factory & Manufacturing Technology Fair (SMATOF 2019)

기

간

2019년 10월 29일(화) ~ 11월 1일(금), 4일간

장

소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전관

예상규모
주

최

주

관

후

원

Participation Guideline
조기신청 : 2019. 6. 28(금)까지 ｜ 일반신청 : 2019. 9. 6(금)까지
※ 온라인 참가신청 : www.smatof.com > 참가업체 > 온라인 참가신청
※ 오프라인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1부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 송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Fax. 055-212-1200 E-mail. smatof@smatof.com

참가신청

02

참가업체 150개사 480부스

참가신청서(계약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참가비 총액의 50% 납부

계약금 납부

전시품목

Items

스마트팩토리

03

조기신청 : 2019. 8. 30(금)까지 ｜ 일반신청 : 2019. 9. 30(월)까지
부대시설 비용 납부 : 2019. 9. 30(월)까지

잔금 납부

※ 부대시설 신청은 온라인 신청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팩스 또는 우편, 이메일 송부

04

부스배정 2019. 9월 중(예정) 참가업체 별 추후 공지

부스배정
부스 참가비
구

FA솔루션

IOT/M2M

산업/제조로봇

소프트웨어

물류 솔루션

제어계측, 비전, 센서,
PLC, DCS, 모션컨트롤 등

클라우딩, 보안,
통신장비, 빅데이터 등

산업로봇, 센서, 인공지능,
자동화 가공설비 등

ERP/PLM, SCADA,
MES, 생산스케쥴링 등

물류 IT, 이동기술 등

가공, 성형관

(부가세 별도)

분

조기신청 2019. 6. 28(금)

일반신청 2019. 9. 6(금)

독립부스

\1,100,000

\1,400,000

조립부스

\1,400,000

\1,700,000

※ 1부스 기준 : 9㎡ (3mx3m)
※ 조기신청 혜택 : 조기신청 업체는 참가비 할인 및 부스배정 시 우선권 부여, 각종매체(미디어, 보도자료 등)를 통한 다양한 홍보 진행

참가비 할인
금속 공작·가공

프레스 성형 및 유공압

공구 및 관련기기

금속 절삭 및 금형가공장비, CNC선반,
밀링머신, 브링머신, 드릴링머신, 연삭기 등

유압프레스, 서보프레스,
언코일러, 프레스 주변기기 등

원/부자재, 절삭공구 및 툴링시스템,
바이트·밀링커터, 연삭공구, 다듬질공구 등

동시행사

Concurrent Events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및
구축사례발표 설명회

동남아생산제조벨트 네트워크

4차 산업시대 성공적인
대응 전략

2019.10.29(화)~11.1(금)
전시장 내 비즈니스 라운지

2019.10.29(화)｜전시장 내 특설무대

경상남도 스마트 공장 구축 설명회

관내 수요대기업 및
참가업체 네트워크 미팅

싱가포르, 독일, 일본
4차 산업 성공사례 발표

해외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기술세미나

FA 데모 특별관

2019.10.29(화)~11.1(금)
전시장 내 비즈니스 라운지

2019.10.29(화)~11.1(금)
회의실 601~607호

2019.10.29(화)~11.1(금)
전시장 내 FA 특별관

수요국가 해외 빅바이어와
맞춤형 1:1 비즈니스 매칭

생산제조기술 최신 트렌드
반영 기술세미나

수요업체 맞춤 쇼케이스
및 FA 솔루션 컨설팅 진행

2019.10.30(수)~10.31(목)
회의실 301호

3회 이상 참가 할인

3회 이상 참가사 : 부스비 총액의 10%

대규모 참가 할인

4부스 이상 참가사(조립/독립) : 부스비 총액의 10%

※ 각 할인은 중복적용가능(ex. 3회이상+4부스 참가=20%할인)

참가비 납입계좌
입금계좌

Payment

경남은행 684-07-0005989

예금주

㈜코엑스 창원사무소

※ 송금인은 회사명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입금 후 전시회 사무국으로 입금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문의

사무국

055-212-1014~5

smatof@sma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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