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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 개요 

 

1. 행사 통합 명칭 

▶ 국문 : 한국전자제조산업전 및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 영문 : 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 & Automotive World Korea 

 

2. 세부 전시회 구성 

▶ SMT/PCB & NEPCON KOREA 

▶ 국제 스마트 팩토리 및 로봇산업전 

▶ 국제 고기능성 필름산업전 

▶ 국제 인쇄전자 및 전자 재료산업전 

▶ 포토닉스 서울 

▶ 국제 자동차 전장 엑스포 

▶ 국제 친환경 자동차 엑스포 

▶ 국제 자동차 경량화 엑스포 

 

3. 부대행사 

▶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기술 세미나 

▶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세미나 

▶ 고속전송용 부품소재기술 세미나 

▶ 전자분야별 주요기술 및 표준동향 

▶ 스마트제조 혁신포럼 

▶ 광학용 소프트웨어 기술동향 세미나 

▶ 한국재료연구원 첨단소재기술설명회 

▶ IPC 한국자문위원회 설립 발족식 및 세미나 

▶ 참가업체 기술 세미나 

 

4. 전시 기간 

▶ Offline show : 2022년 4월 13일(수) ~ 15일(금) 

▶ Digital show : 2022년 3월 28일(월) ~ 4월 1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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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최 규모  

▶ 23개국 278개사 400부스 참가(10,348㎡) 

▶ Offline show 9,244명 관람 – 해외 54명(14개국) 

▶ Digital show 13,796명 접속, 53,578views 

 

6. 전시회 운영 기관 

▶ 주최 : 리드케이훼어스 유한회사, 스마트제조혁신협회 

▶ 협찬 : ㈜인터켐코리아, FUJI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7. 출품 품목 

SMT/PCB & NEPCON KOREA 

• SMT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 

• PCB 어셈블리 솔루션 

• 모바일 제조 솔루션 

•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자재 등 

 

S-FACTORY & ROBOTICS EXPO 

• 스마트 팩토리 및 자동화 솔루션 

• AI/IoT/M2M 솔루션 

• 제조업 및 물류 로봇 시스템  

• 로봇 부품 등 

 

HIGHLY-FUNCTIONAL FILM EXPO 

• 고기능성 필름 및 시트 

• 기능성 접착제, 점착제, 테이프 

• 필름 제조 설비 및 가공 장비 

• 코팅, 세라믹, 나노, 화학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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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 ELECTRONIC MATERIALS SHOW 

• PE 소재, 소자 및 응용제품 

• PE 공정장비, 기술 & 설계기술 

• 평가 측정 장비 등 

 

PHOTONICS SEOUL 

• 광 부품, 소재 및 센서 

• 광학 가공 처리 및 기술 

• 고출력 및 저전력 레이저 솔루션 등 

 

AUTOMOTIVE ELECTRONICS TECHNOLOGY EXPO 

•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시스템 

• 차량용 반도체, 전장 부품 및 디바이스 

• 테스트/검사 기술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및 자율주행 기술 

• EMC 및 소음 절감 기술 등 

 

EV, HEV & FCV TECHNOLOGY EXPO 

• 친환경 자동차 구동 및 인 휠 모터 시스템 

• 이차전지 및 관련 기술 

• 차세대 전지 및 관련 기술 

• 모터 기술 

• 인버터, 컨버터 및 관련 기술 

• 충전 기술 및 배터리 교환 기술 등 

 

AUTOMOTIVE LIGHTWEIGHT TECHNOLOGY EXPO 

• 경량화 소재/재료 

• 경량화 성형, 가공 기술 및 가공 장비 

• 경량 부품 및 모듈 

• 접합 장비, 기술 및 검사 측정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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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세미나 

 

■ 기 간  : 2022년 4월 13일(수)∼15일(금)  

■ 장 소  : 전시장 내 세미나장 및 코엑스 컨퍼런스룸 

■ 시 간 표  

 

2022. 4. 13(수), 전시장 내 세미나장 1

Time Topic Speaker

13:30 ~ 13:35 개회 및 인사말 국토교통부

13:35 ~ 13:55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기술

Cognata

Ayoub Ouahidi 매니저

정윤형 매니저

13:55 ~ 14:15 국내 V2X 솔루션의 나아갈 방향
이씨스

조순기 이사

14:15 ~ 14:35 자율협력주행 서비스를 위한 정밀전자지도의 활용
웨이즈원

김재희 기술연구소장

14:35 ~ 14:55

14:55 ~ 15:15 자율주행차량을 위한 5G-NR V2X 기술의 접목
에티포스

임용제 CEO

15:15 ~ 15:35 V2X 이상행위 탐지 기술
페스카로

이현정 이사

15:35 ~ 15:55 디지털 차량에 대응하는 디지털 도로
메타빌드

이진기 실장

15:55 ~ 16:00

Break time

기념촬영 및 행사 마무리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기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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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3(수), 컨퍼런스룸 308호

Time Topic Speaker

9:30 ~ 10:20
Novel Materials for Advanced

Packaging and System Integration

Indium Corporation

Dongaki Shangguan, Ph.D

10:30 ~ 11:20 FC BGA technology trends
AZ Supply Chain Solutions

Tadashi Kamewada, CEO

11:30 ~ 12:00 Power Module Packaging Technology
Yole Development

Shalu Agrwal, Analyst

13:00 ~ 13:50 스마트 자동차 기술 소개
한국자동차연구원

문철우 센터장

14:00 ~ 14:50
Low melting temperature(LTS) solder interconnects :

Thermo-mechanical stability and degradation mechanism

Cisco Systems

이태규 박사

15:00 ~ 15:50

B-Stage Polymer Adhesive Films

(ACFs, NCFs, and EMFs) for Electronic

Packaging Applications

KAIST

백경욱 교수

16:00 ~ 16:50 Semiconductor packaging technology trends
Interconnectino Tech

Henry H. Utsunomiya, CEO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세미나

 
 

2022. 4. 13(수), 전시장 내 세미나장 2

Time Topic Speaker

11:00 ~ 11:55
PVA 컨포멀 코팅 & Dispensing 장비 및

TRI AOI, SPI & X-Ray 검사 장비의 적용과 기술
알파글로벌

13:00 ~ 14:00
전자 및 자동차전장제조산업에서

3D프린팅 활용 사례
더블에이엠

14:00 ~ 15:00 정밀건식세정기술 이에스지

15:00 ~ 16:00
Lumerical FDTD와 Speos를 이용한

CMOS 시뮬레이션
앤시스코리아

2022. 4. 14(목), 전시장 내 세미나장 2

Time Topic Speaker

10:00 ~ 10:55
친환경 PCB & Package 수 세정, 이온 오염도 및

납땜성 측정 장비의 적용과 기술
알파글로벌

11:00 ~ 12:00 전장품 동적 시험 및 분석기법 소개 지유

13:00 ~ 14:00
전장부품 열해석 솔루션 및 전력반도체

신뢰성 테스트
델타이에스

14:00 ~ 15:00
코로나 시대, 제조산업 현장에 필요한

SMT 릴 자재 관리 솔루션 및 운용사례
세연텔인벤토리

15:00 ~ 16:00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ZwickRoell의

기계적 테스트 솔루션
엠티엠코퍼레이션

참가업체 기술 세미나

 
 

 

 

 



- 7 - 

2022. 4. 14(목), 컨퍼런스룸 308호

Time Topic Speaker

10:10 ~ 10:50 High Speed PCB and Materials

PRISMARK

Kaz Hirasaka

Senior Consultant

11:00 ~ 11:50 PKG substrate materlas technology

Panasonic industry

Fumito Suzuki

Staff Engineer

13:00 ~ 13:30 저유전 FCCL 기술 동향
이녹스 첨단소재

김성근 팀장

13:30 ~ 14:20 저유전 Filler 기술 동향
석경에이티

유영철 이사

14:30 ~ 15:20 High Speed Interface Solution
Samtec

이영매 박사

15:30 ~ 16:20 전자기판용 유무기 복합절연소재 기술동향
탑나노

강동필 CTO

고속전송용 부품소재기술 세미나

 
 

2022. 4. 14(목), 컨퍼런스룸 300호

Time Topic Speaker

13:00 ~ 13:30 참석자 등록 내비온

13:30 ~ 13:35 행사 소개 내비온

13:35 ~ 13:40 인사말 김민정 실장

13:40 ~ 13:50
전기자동차 모터/전력변환장치용

초박형(ultra-thin) 연자성 소재기술
정재원 박사

13:50 ~ 14:00
고효율 모터용 희토류 저감형

고가성비 영구자석 소재기술
김태훈(A) 박사

14:00 ~ 14:10
고신뢰성 하이브리드 질화규소

볼베어링 소재기술
고재웅 박사

14:10 ~ 14:20 고방열 고강도 알루미늄 주조재 기술 조영희 박사

14:20 ~ 14:30
다기능 플랫폼형 탄소나노튜브 섬유

생산 및 응용 기술
김태훈 박사

14:30 ~ 14:40
밀리미터파 대역 전자파 흡수·차폐

복합소재 기술
이상복 박사

14:40 ~ 14:50
저조도 고효율 투광형 유기태양전지 &

스마트 윈도우 제조 기술
임동찬 박사

14:50 ~ 15:00
사면체 비정질 카본 (taC) 코팅 장치 및

이를 활용한 산업적 응용
장영준 박사

15:00 ~ 15:10
KIMS MgO: 전자부품용

고열전도성 방열 신소재
안철우 박사

16:00 ~ 17:00 기술상담

한국재료연구원 첨단소재기술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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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4(목), 전시장 내 세미나장 1

Time Topic Speaker

09:40 ~ 10:00

10:00 ~ 10:05

10:05 ~ 10:30 수요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정 정부지원사업 소개 스마트제조혁신협회

10:30 ~ 11:00 손쉽게 이해하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아마존웹서비스

한재용 BD 매니저

11:00 ~ 11:30 손쉽게 이해하는 클라우드 기반 IoT
아마존웹서비스

이세연 Sr.IoT Specialist SA

11:30 ~ 12:00
손쉽게 시작하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AWS 파트너 네트워크 활용하기-

아마존웹서비스

김정민 Sr.PDR

12:00 ~ 13:30

13:30 ~ 13:35 개회사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강철규

회장

13:35 ~ 13:40
발표 1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

13:40 ~ 14:10
발표 1

한국형 제조 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SaaS 생태계 구축

아마존웹서비스

강명구 Executive

Technology Partner

14:10 ~ 14:40

14:40 ~ 15:40

15:40 ~ 15:55

15:55 ~ 16:00

스마트제조 혁신포럼

Break time

장내 정돈 및 무대 셋팅

1부 : SMIBA x AWS 스마트제조세미나

현장등록 및 사전안내

포럼 안내 및 일정 소개

2부 :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전략 정책포럼 & 패널토론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 좌장: 나도성 원장(중소기업정책개발원)

· 패널: 강상기 센터장(한양대 AI솔루션센터)

         강효헌 부사장(에이클라우드)

         김인숙 박사(STEPI)

· 발표자: 박한구 단장(KOSMO)

           강명구 Executive Technology Partner (AWS)

청중과의 질의응답

폐회
 

 

2022. 4. 15(금), 전시장 내 세미나장 2

Time Topic Speaker

13:00 ~ 14:00 시놉시스 소개 및 기술동향
시놉시스

최승신 대표

14:00 ~ 15:00 픽맨 (PicMan) 이미지분석 솔루션
웨이퍼마스타즈

최승신 대표

광학용 소프트웨어 기술동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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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5(금), 컨퍼런스룸 403호

Time Topic Speaker

13:00 ~ 13:10 환영 인사 국가기술표준원

13:10 ~ 13:40 국내외 인증제도 소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상운 수석

13:40 ~ 14:20
PCB 시장과 기술 :

표준활동현황

한국실장산업협회

이민수 기술이사

14:30 ~ 15:10
반도체 및 반도체 패키지 시장 동향과

미래 기술 및 표준화 이슈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

좌성훈 회장

15:20 ~ 16:00
디스플레이 시장 및 기술 동향 :

주요 표준 이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정노 수석

16:10 ~ 16:50
인쇄전자/디스플레이 산업용

잉크젯 장비 기술 동향 및 표준화 이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경태 수석

전자분야별 주요기술 및 표준동향

 
 

2022. 4. 15(금), 전시장 내 세미나장 1

Time Topic Speaker

전자제조 사실상 표준 (IPC)

포럼 발족식

한국실장산업협회

이민수 박사

축사
국가기술표준원

이용현 과장

10:30 ~ 10:45 축사 및 IPC 소개
IPC Asia President

Sydney Xiao

10:45 ~ 10:50 축사
IPC President & CEO

 John Mitchell

10:50 ~ 11:20 IPC 한국자문위원회 설립 발족식
IPC KOREA Representative

최문선 대표

11:20 ~ 12:00 I. PCB 제조부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진호 위원

12:00 ~ 13:00

13:00 ~ 13:30 II. 전장 설계 부문
경신전선 전장설계

박지훈 과장

13:30 ~ 14:00

III. IPC-A-610GA / IPC j-STD-001GA

(Automotive Addendum)

전자어셈블리 허용가능성 자동차 부록 소개

Robert Bosch GmbH,

Automotive Electronics

Udo Welzel & Nobert Holle

14:00 ~ 14:40 IV. SMT + 전자 Assembly 부문
(주)구루 이앤이

황영호 대표

14:40 ~ 15:00

Section II : 세미나 (전자/전장 산업의 IPC 활용 Study)

Q&A 및 폐회

중식 및 전시회 관람

IPC 한국자문위원회 설립 발족식 및 세미나

Section I : 발족식 및 축사

10:20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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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시회 분석 

 

1. 참가 규모 

▶ 참가업체 : 23개국 278개사 400부스(10,348㎡) 

 

2. 관람객 분석 

▶ 일자 별 관람 현황 분석 

일자 응답 수 비율(%) 

2022년 4월 13일(수) 2,561 27.7% 

2022년 4월 14일(목) 3,624 39.2% 

2022년 4월 15일(금) 3,059 33.1% 

합계 9,244 100.0% 

 

▶ 지역별 관람 현황 분석 

지역 응답 수 비율(%) 

서울 2,940 31.8% 

경기/인천 4,530 49.0% 

부산/울산/경남 185 2.0% 

대구/경북 444 4.8% 

대전/세종/충청 776 8.4% 

광주/전라 157 1.7% 

강원 46 0.5% 

제주 9 0.1% 

기타 157 1.7% 

합계 9,2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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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별 관람 현황 분석 

직급 응답 수 비율(%) 

고위관리직 2,265 24.5% 

중간관리직 4,520 48.9% 

하위관리직 1,849 20.0% 

기타 610 6.6% 

합계 9,244 100.0% 

 

▶ 부서 별 관람 현황 분석 

부서 응답 수 비율(%) 

경영 1,035 11.2% 

구매/바이어 573 6.2% 

연구개발 3,014 32.6% 

영업/마케팅 2,283 24.7% 

운영 111 1.2% 

제조/생산 1,784 19.3% 

품질/안전 342 3.7% 

기타 102 1.1% 

합계 9,244 100.0% 

 

▶ 주요 비즈니스별 관람 현황 분석 

비즈니스 응답 수 비율(%) 

수출입업 1,350 14.6% 

언론 92 1.0% 

완제품 제조 3,004 32.5% 

완제품 제조 협력사 3,300 35.7% 

유통업 832 9.0% 

협회/기관 370 4.0% 

기타 296 3.2% 

합계 9,244 100.0% 

 



- 12 - 

▶ 산업별 관람 현황 분석 

산업 응답 수 비율(%) 

IT 기기 1,193 12.9% 

군수/방위 166 1.8% 

디스플레이 601 6.5% 

반도체 971 10.5% 

생활가전 139 1.5% 

안전관리 74 0.8% 

에너지 139 1.5% 

의료 231 2.5% 

자동차 제조 758 8.2% 

자동차 부품 제조 1,359 14.7% 

전기/전자 1,488 16.1% 

전자부품 제조 730 7.9% 

컴퓨터/네트워크 231 2.5% 

항공우주 166 1.8% 

화학/원료 499 5.4% 

기타 499 5.4% 

합계 9,244 100.0% 

 

▶ 목적 별 관람 현황 분석 

관람 목적 응답 수 비율(%) 

Exploring – 새로운 품목 및 기술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5,694 61.6% 

Fishing – 많은 참가업체와 만나 미래 거래를 위해 453 4.9% 

Targeting – 특정 참가업체를 집중 타겟팅한 미팅을 위해 231 2.5% 

Reconnecting –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102 1.1% 

Learning – 내가 종사하는 산업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1,830 19.8% 

Building – 신규 거래처와 새로운 기회를 위해 832 9.0% 

Socializing – 별도의 거래 목적 없이 기존 거래처 관리를 위해 102 1.1% 

합계 9,2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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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광고 및 홍보 

 

1. 인쇄물 제작 

▶ 초청장 제작 / 배포 ------------------------------------------------------------- 500,000부 

(전년도 관람객, 관련분야 업체 및 바이어, 참가업체) 

▶ 보도자료 제작 / 배포 --------------------------------------------------------------- 200부 

(공중파 방송사, 4대일간지, 관련전문지, 경제신문, 인터넷 뉴스 등) 

 

2. 신문 및 전문지 홍보 

가. 참가안내 광고 

전자신문 5단 광고 ----------------------------------------- 4회(21년 09월 ~ 22년 01월) 

전자신문 9단 광고 ----------------------------------------------- 1회(21년 12월) 

SMT Packaging FOCUS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무인화기술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FA비전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Embedded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EPNC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SecuN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전자기술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반도체네트워크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월간플라스틱월드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월간플라스틱사이언스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마쉬넨마르크트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세라믹코리아 ----------------------------------------------- 7회(21년 08월 ~ 22년 02월) 

 

나. 참관안내 광고 

전자신문 5단 광고 ----------------------------------------------- 4회(22년 02월 ~ 04월) 

전자신문 9단 광고 ----------------------------------------------- 1회(22년 04월) 

SMT Packaging FOCUS ------------------------------------------- 2회(22년 03월 ~ 04월) 

무인화기술 -------------------------------------------------------- 2회(22년 03월 ~ 04월) 

FA비전 ------------------------------------------------------------- 2회(22년 03월 ~ 04월) 

Embedded --------------------------------------------------------- 2회(22년 03월 ~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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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C -------------------------------------------------------------- 2회(22년 03월 ~ 04월) 

SecuN ------------------------------------------------------------- 2회(22년 03월 ~ 04월) 

전자기술 ---------------------------------------------------------- 2회(22년 03월 ~ 04월) 

반도체네트워크 --------------------------------------------------- 2회(22년 03월 ~ 04월) 

월간플라스틱월드 ------------------------------------------------- 2회(22년 03월 ~ 04월) 

월간플라스틱사이언스 -------------------------------------------- 2회(22년 03월 ~ 04월) 

 

3. 인터넷 홍보 

▶ 이메일 홍보 : 관련업계 종사자 30만명, 프리미엄 참가업체 회사 및 장비 소개 포함 

▶ 네이버 키워드 홍보 : 관련업계 키워드 검색 시 전시회 홈페이지 접근 및 홍보  

▶ 카페 홍보 : 관련업계 카페를 통한 홍보(밍그라빠, SMT EDU, 당근이의 AVR 갖고놀기 등) 

▶ 링크드인 홍보 :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인 링크드인을 통한 홍보 및 전시 페이지 제작 

▶ 구글 홍보 :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키워드 및 디스플레이 노출 홍보  

▶ YOUTUBE 홍보 :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유튜브 채널을 통한 홍보 

▶ GLOBAL NEPCON 공동 홍보 : NEPCON을 진행하는 아시아 국가 관람객 대상으로  

디지털 전시회 홍보 

 

4. 전시회 언론보도 현황 

 ▶ 중앙일보, 전자신문, 전자신문인터넷 등의 유명 일간지 및 관련업계 전문지 특집 등 

 ▶ 각종 인터넷 뉴스를 통한 전시회 홍보 

 

5. 산업단지공단 통근용 셔틀버스 홍보 

▶ 산업단지공단에서 반월, 시화 공단에 운행 중인 통근용 셔틀버스에 전시회 관람 홍보 

 

6. 국내외 관련 산업계 협회 및 기관을 통한 홍보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한국실장산업협회,  

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대만로봇산업협회 등을 통한 연계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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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장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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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국전자제조산업전 &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2023년 4월 12일(수)~14일(금), 코엑스 

참가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