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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최초 개최 이래 26회째 개최된 송전, 배전, 전선 등 전력공급에 소요되는 전력기자재 전문 전시회로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관하여 매년 약 250여 개사의 메이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더불어 수출/

구매상담회, 기술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일 전력/에너지 기자재 전시회입니다.  

주요 전시품

송배전 전력기자재
변압기, 개폐장치, 전선 등 DC, 진단예방 및 자산관리시스템, 디지털전력량계(AMI), 마이크로그리드 기기 및 

운영시스템, 전력기자재 시험설비, 측정기기, 제어기기, 전선 및 케이블, 회로보호기기등 전반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EMS(운영·관리 소프트웨어), 배터리

해상풍력기자재 변압기, 케이블, 개폐장치 및 차단기, 시공 및 운영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인버터, 컨버터, 전력변환장치, 센서,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에너지 소재부품 부싱, 피뢰기, 계전기, 전력용센서, 전력소재(에폭시, 친환경 가스, PP), 변성기, 전선접속재

주요 전시회 전경

부대행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DX컨퍼런스

한국전기산업대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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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에너지산업계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전기산업대전 및 한국발전산업전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이슈를 반영하여 

다양한 전력/에너지산업 분야를 융합하고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전력·에너지 전문전시회로 거듭납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판로개척 확대 및 미래 기술 트렌드 제시에 함께할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시일정  2022. 03. 16.(수) ~ 03. 18.(금) [3일간]

장 소  COEX C 홀 [10,348㎡]

전시장 구성  

2021 개최결과    참가업체 :  233개사 432부스     참관객 :    10,2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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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발전 6사가 공동 주관으로 6회째 개최된 국내 유일의 발전기자재 전시와 최근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이버 공격, 무인드론과 같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방호 및 보안 관련 산업 기술 트랜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분야에 특화된 컨퍼런스와 발전 6사 중기제품 통합구매상담회도 같은 기간에 진행합니다.  

주요 전시품 

발전플랜트
가스터빈 및 디젤엔진, 보일러 및 열교환기, 밸브 및 펌프, 베어링, 진단장비 및 유지보수 관련제품, 수력 및 

원자력기자재, 기타 발전플랜트 부속기기

전력보안관련

기자재

영상보안솔루션, 출입통제솔루션, IT보안, 각종물리방호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디지탈 계측제어 보안 프로그램, 

드론 및 드론 방호 시스템 등

전기철도산업전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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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전 및 전력보안전02
   2022 SIEF & PGK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전03
   2022 SIEF & PGK

최근 전력 및 발전산업 분야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변전소, VPP, IDPP 등 디지털 

전환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이고자 국제 컨퍼런스와 함께 3회째 개최합니다. 

주요 전시품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3차원 프린팅, 3D 리모델링, 3D 스캐닝, CAD, 

소프트웨어 등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권 중심 철도교통의 광역화와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선언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철도산업전은 전기철도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과 기술의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위해 2022년 최초로 개최합니다.

주요 전시품

차량 및 선로구조물 차량용품, 궤도용품, 궤도검측차부속품

전력 및 신호 통신 용품

송변전설비, 전철 및 전력용품, 통신교환설비, 전력보수기기, 

열차집중제어장치(CTC), 연동장치, 케이블,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자동폐색장치(ABS)

역 자동화설비
스크린도어, 발권기, 안내장치등 전기철도관련 기자재 전반, 

에스컬러이터, 수전설비

기타 기기 용접기, 절단기, 운반기, 천공기, 벨브, 송환풍기, 냉난방기

정부는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수소법“ 제정, “수소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HPS)” 가 도입될 예정으로 동 전시회는 수소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제조설비(생산, 운송, 활용)와 연관산업 간 기술개발 촉진을 도모코자 2022년 최초로 개최합니다.

주요 전시품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수소모빌리티(자동차, 드론, 철도)및 관련핵심부품, 수소생산·저장·운송·충전등 관련 인프라 기자재, 

분석·시험장비류 등 수소관련 기자재 전반 

수소에너지 및 인프라산업전05
   2022 SIEF & P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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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절차 01 

온라인 참가신청

www.sief.co.kr
www.powergenkorea.com

02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납부기한 : 신청서  
제출 후 1주 이내

03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마이너스 할인금액

세부일정
2021.9.30.      
조기신청 마감 

2.28.       
일반신청 마감

3.14.(20:00)~3.15.
부스장치 및 
전시물반입

3.16.~ 3.18.           
전시회 개최

3.18.(16:00~24:00)
철거

참가비 안내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 분 조립부스(원) 독립부스(원) 프리미엄(원)

부스 임차료 2,800,000 2,400,000 3,300,000

할
인
혜
택

조기신청(~9. 30.) 300,000

회원사 및 발전공기업 협력사 200,000

전년도 전시회 참가업체 100,000

부스안내 독립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최소신청단위 2부스 이상

 높이제한 5m

 

조립 기본 부스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부스소재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상호간판   국/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의자 1개)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프리미엄 부스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부스소재   전면부 : 조명이 삽입된 
블록조립으로 구성 
후면부 : 폭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상호간판   LED 패널 간판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의자 1개)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참가비 납부   ● 계좌번호 : 073-046970-01-021(기업은행)

  ● 예금주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온라인 신청 후 1주 이내 참가비 50%(부가세 포함)를 납부

* 참가업체의 귀책사유로 참가를 취소할 경우 참가 규정에 의거 해지

부대시설비 
안내

(단위:원, 부가세 별도)

구 분 단 위 비용(원) 비 고

전기 1kW 50,000
독립부스는 기본전력(1kW)이 

제공되지 않음

LAN(인터넷) 1회선 150,000 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급배수, 압축공기 1개소 150,000 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참관객등록시스템 1개소 150,000 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온라인 홍보 
강화

  ● 지속적 정보제공 및 사전 참관 등록 시스템 조기 오픈(2021년 9월)

- 전년도 참관객 15,000명 DB 활용하여 지속적 안내

  ●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

  ● 다자간 실시간 미팅 플렛폼 구축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컨퍼런스 

  ● 제3회 에너지 트랜드 컨퍼런스(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전력기자재 수요처 초청 2022 사업 및 구매 계획 설명회

  ● 해외 유수 EPC 관계자 초청 세미나 

  ● ICEPE-ST(차단기 및 개폐기) 국제 컨퍼런스 

  ● 수소에너지산업 및 발전산업 컨퍼런스 

상담회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바이어 30개국 100명 내외) 

  ● 발전6사 통합 구매상담회(발전소 담당자 100명 내외) 

  ● 기자재 수요처 초청 구매(기술) 상담회 

  ● 해외 유수 구매조달 EPC 관계자 초청 상담회

오프라인 홍보    ● 수요처 대상 초청장 발송 및 전문 매체 광고 게재

  ● 최근 3개년 전시회 참관객 및 참가업체 대상 초청장 발송

참가혜택 
참가비 지원 업체당 190만원 내외(한전 및 발전사 협력 등록업체 한함) 

바이어 초청비 항공 및 숙박비(Economy, 지정호텔 3박 100%)

참가비 할인

(부스당)
조기신청(30만원), 회원사(20만원), 전년도 참가업체(10만원)

우선기회 제공 각종 상담회(수출, 통합구매상담회, 수요처상담회 등)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SNS, 인스타등 참가업체 노출, 진흥회 및 전시회 뉴스레터 

게재, 전문지 기사 및 특집호 운영, 온라인전시회 구축(K-elecs.com)

기타

참가업체가 신규업체 유치 시 인센티브 제공 

[주차료(1대/3일) 또는 상담테이블 1셋트(테이블1개/ 의자4개] 

*최근 5년간 참가 경력이 없는 업체에 한함

참가안내참관객 유치 및 참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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