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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명 개최기간 주최 및 전시장소 홈페이지 / 연락처

SEMICON Korea 2016 1.27~1.29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 COEX A~D홀 
www.semiconkorea.org 

(02)531-7800

LED Korea 2016 1.27~1.29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 COEX 
www.led-korea.org 

(02)531-7800 

오토메이션 월드 2016
(국제스마트공장전 & 자동화산업전) 

3.9~3.11 COEX, 첨단 / COEX 
www.automationworld.co.kr 

(02)6000-1087

제1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4.6~4.8 대구광역시 외 / EXCO 전시장, 야외전시장 
www.energyexpo.co.kr 

(053)601-5371

ELECTRONICS MANUFACTURING 2016 4.6~4.8 케이훼어스㈜ / COEX 
www.smtpcb.org 

(02)555-7153

2016 국제 모션컨트롤 산업전 4.26~4.28 ㈜케이와이엑스포 / KINTEX 제2전시장 
www.motioncontrol.kr 

(02)780-4771

제10회 국제연구-실험기자재 및 
첨단분석장비전 

4.26~4.29  ㈜경연전람 / KINTEX 제2전시장(10층) 
www.korealab.org 

(02)785-4771 

2016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5.11~5.13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외 / COEX 3층 C홀 
www.electrickorea.org 

(02)555-7153

제38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ENVEX2016) 

5.31~6.3 환경보전협회 / COEX A, B홀 
www.envex.or.kr 
(02)3407-1540

MK SMART TECH SHOW 6.8~6.10 매일경제 COEX C홀 
www.smarttechshow.co.kr 

(02)6000-6681

GIMMA 2016
(제7회 광주국제금형 기계 자동화기기전) 

6.15~6.18 광주광역시 / 김대중컨벤션센터 
www.gimma.or.kr 

(02)588-2526

2016 오토모티브 테크놀로지 엑스포 8.10~8.12 디지털기술 / COEX D홀
www.automotiveexpo.org 

(031)388-6311

2016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9.21~9.23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조직위원회 

/ COEX C홀 
www.nure.or.kr 
(02)6000-6696

SIEF 2016
(한국전기산업대전)

10.5~10.7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COEX B홀
www.sief.co.kr
070-4825-1106

한국전자산업대전 10.26~10.29 산업통상자원부 / COEX A~D홀 
www.kes.org 

(02)6388-6062

2016세라믹신소재전 11.23~11.25 산업통상자원부 / COEX D홀 
www.intra.or.kr 
(02)588-2487

제17회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11.23~11.26 대구광역시 / EXCO 
www.damex.co.kr 
(053)601-5229

2016년 국내 전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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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해외 전시회 일정

전시회명 개최기간 품        목 전시장소 홈페이지

동경 냉동 공조 난방 전시회 
(HVAC & R JAPAN 2016)

2.23~2.26
냉동 및 공기 조화 설비, 산업용 가열 및 냉각 
장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에너지 관리 시스템

Tokyo Big Sight www.hvacr.jp

뒤셀도르프 공작기계 및 자동화 전시회
(METAV 2016)

2.23~2.27
금속판가공, CAD, CAM, CAE, 생산라인, 

공장자동화, 유연생산체계(FMS)
Messe Dusseldorf GmbH www.metav.de

동경 스마트 전력망 전시회 
(Smart Grid Expo 2016)

3.2~3.4
전력, 에너지 기기, 정보, 통신, 인프라, IT 및 

ICT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 커뮤니티에 관련된 
모든 제품 기술

Tokyo Big Sight www.smartgridexpo.jp/en

프랑크푸르트 조명 및 빌딩 자동화 
전시회(Light + Building 2016)

3.13~3.18
조명 관련 일체와 빌딩 자동화, 전기공학, 

배전, 케이블, 통신기술, 제어장비
프랑크푸르트 메쎄

light-building.messefrankfurt.
com

상해 반도체 전시회 
(SEMICON China 2016)

3.15~3.17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 - 전후공정  조립  FPD 

계약 제조 서비스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www.semiconchina.org

북경 석유화학 기술 및 설비 전시회 
(Cippe 2016)

3.29~3.31
오일 및 가스조사/개발/생산설비,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설비, 

유지관리/수리/검사설비

New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신 북경 

국제 전람 중심)
www.cippe.com.cn

동경 광통신 및 네트워크기기 전시회
(FOE 2016)

4.6~4.8
광통신시스템, 광장치, 광전달장치, 광측정과 

감시시스템, 그밖의 광통신 관련 상품
Tokyo Big Sight www.foe.jp/foe/en

하노버 산업 전시회 
(Hannover Messe 2016)

4.25~4.29
산업자동화, 계측, 제어, 자동화, 공장 자동화, 

산업 빌딩 자동화, 모션/드라이브 자동화
Hannover Exhibition Center www.hannovermesse.de

북경 화학  환경  바이오공학 전시회
(ACHEMA ASIA 2016)

5.9~5.12
화학기계, 환경공학, 포장기술, 생명공학, 
화학 관련 각종 장비 및 기술, 자동화기술, 

밸브, 펌프

CNCC(China National 
Convention Center)

www.achemasia.de

오사카 전기설비 공업 전시회 
(JECA FAIR 2016)

5.25~5.27 전기 설비 자재 공구 INTEX OSAKA jecafair.jp

하노버 물류 자동화 전시회 
(CeMAT 2016)

5.31~6.3
자동화 시스템(물류 자동화 시스템, 물품 취급 

시스템, 경영 자동화 시스템)
Hannover Exhibition Center www.cemat.de

동경 전자회로 전시회 
(JPCA 2016)

6.1~6.3
전자회로장치 시스템의 최신 기술과 제품, 

프로세스 등의 부품
Tokyo Big Sight

www.jpcashow.com/
show2016

아테네 선박 전시회 
(POSIDONIA 2016)

6.6~6.10
선박관리 및 유지기술, 포장, 안전장비, 연료분석 

검출기, 설비체계, 자동화 시스템
Metropolitan Expo Centre www.posidonia-events.com

프랑크푸르트 광학기술 전시회 
(OPTATEC 2016)

6.7~6.9
적외선시스템, 부품, 레이저기술, 각종 설비, 

측정기술, 광학기구, 광학계측기기
프랑크푸르트 메쎄

www.optatec-messe.de/en/
optatec

출처 : ㈜비즈엑스포투어(www.bizexpo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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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명 개최기간 품        목 전시장소 홈페이지

뮌헨 공장자동화 전시회 
(AUTOMATICA 2016)

6.21~6.24
조립스테이션 및 설비, 저장, 정리, 분류, 피딩, 

연결운반, 결합, 접합, 마킹, 측정 및 테스트 장비
Messe Munchen GmbH automatica-munich.com/de

동경 기계부품 및 기술 전시회 
(M-Tech 2016)

6.22~6.24 기계부품 및 기술 관련 일체 Tokyo Big Sight www.mtech-tokyo.jp

대만 식품가공 및 제약기계 전시회
(Foodtech & Pharmatech 2016)

6.22~6.25 식품가공 및 제약기계 관련 일체
Taipei World Trade 

Center(TWTC) & Nangang 
Exhibition hall

 www.foodtech.com

나고야 하수도 전시회 
(Sewage Works Exhibition Nagoya 

2016)
7.26~7.29

하수처리-빗물대책기기, 수처리장치, 
전기설비 및 기기, 오니처리장치

Port Messe Nagoya www.gesuidouten.jp

상해 석유화학 전시회 
(Cippe 2016)

8.23~8.26
오일 및 가스조사/개발/생산설비,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설비, 유지관리/수리/

검사설비, 오일/가스의 파이프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China sh.cippe.com.cn

함부르크 조선 및 해양기술 전시회 
(SMM 2016)

9.6~9.9
구동장치, 컨설팅, 서비스, 전자공학, 전기공학, 
항구, 항구기술, 화물선적시스템, 해양공학, 

해운업체, 조선, 선박장비

Hamburg Messe Und 
Comgress GmbH

smm-hamburg.de/
enhamburg-messe.de

대만 반도체 전시회 
(SEMICON Taiwan 2016)

9.7~9.9
반도체, 어셈블리 장비, 공장통제 및 시설, 
소프트웨어, 분석기준 및 눈금 검사기, 공구

Taipei World Trade 
Center(TWTC) & Nangang 

Exhibition hall

www.semicontaiwan.org/
SCTAIWAN-EN

동경 분석기기 전시회 
(JASIS 2016)

9.7~9.9 각종 분석 장치 일체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 www.jaimashow.jp/english

독일 후줌 풍력 에너지 전시회 
(HUSUM Wind Energy 2016)

9.20~9.23 에너지 관련 일체 Messe Husum Am Messeplat www.husumwindenergy.com

홍콩 전자 부품 전시회
(Electronic Asia 2016)

10.13~10.16
케이블, ED / EDA 및 테스트 및 측정 , 임베디드 
시스템 , 일반 운영 보조 및 생산 서브 시스템, 

일반 반도체, 배선 기술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HKCEC)

www.electronicasia.com

마드리드 전기 전자 전시회
(MATELEC 2016)

10.25~10.28
발전기기, 전기설비, 조명, 계측제어기기, 

통신장비, 전기전자 산업설비, 전자부품 등
IFEMA www.ifema.es/matelec_06

뒤셀도르프 밸브 전시회
(Valve World Expo 2016)

11.29~12.1 밸브, 엔지니어링, 컨트롤 시스템, 서비스 Messe Dusseldorf GmbH www.valveworldexpo.com

리옹 환경산업 전시회
(Pollutec 2016)

11.29~12.2
폐수처리, 대기오염방지, 청정기술, 해양, 에너지, 

환경친화 관련 제품 및 기술
Lyon Eurexpo France www.pollutec.com

광주 해양, 조선, 선박기술 전시회
(INMEX 2016)

12.7~12.9
해양 기자재, 조선 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건설, 해양탐사, 조선/해양 자동화 제어기술, 

유체기술, 통신기술
 Poly World Trade Center www.maritimesho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