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리뷰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이 주관한 2016 일본 태양광 수출 상담회가 9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일본 관서 지역 최대 박

람회인 일본 오사카 관서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전

(이하 PV EXPO OSAKA)이 한국관 부스에서 성공

적으로 개최되었다.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무역사절단 파견

은 충북 소재 8개 업체가 참가하여 관련 제품을 선

보였으며, ▶전시회 참가 ▶1:1 수출상담회 ▶네

트워킹 간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 시장 공략에 나

섰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8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31건의 상담을 통해 5,005천불 규모의 수출상담, 

현장 계약 체결 1건(5천불) 등의 성과를 올린 것으

로 집계되었으며, 바이어와의 상담 및 협력업체와 

지원기관의 신뢰성 등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 

�▶��일본�관서�지방�최대�박람회�Smart�Energy�

Week�2016�내�PV�EXPO�OSAKA

PV EXPO는 신재생 및 스마트 에너지 산업을 다

루는 최대 비즈니스 전시회인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 내에 동시에 열린 태양광 특별전으로 매년 도

쿄와 오사카에서 각각 개최되고 있다. 유럽  중국  

미국에서 열리는 태양광 전시회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회로, 올해 PV EXPO OSAKA

는 2016년 9월 7일(수)부터 9일(금)까지 3일간 일

본 인텍스 오사카 전시장에서 열렸다.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016 태양광 무역사절단 일본 파견

-�일본�오사카�관서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전�2016�참가�및�1:1�수출상담회�성공�개최�-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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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 이모저모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에는 310개 업체가 참가하

였고, 30,000여 명의 전문 바이어가 참관하였다. 특히 

PV EXPO에는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동, 미주 지

역 바이어가 다수 방문하여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태양광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동 기간 개최된 PV SYSTEM EXPO OSAKA, 

BATTERY OSAKA, INTL SMART GRID EXPO OSA 

KA, ENERGY MARKET LIBERALISATION EXPOOSA 

KA, FC EXPO와의 시너지 효과로 스마트  신재생 에너

지 관련 신기술 및 시장 동향 파악이 용이해 매년 참관

객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제품으로�일본�시장�틈새�공략�

이번 무역사절단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충청북도지

방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충북 지역 내 유망한 

태양광 관련 8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여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에서부터 태양광 LED 조명, 태양광 모니터

링 및 자동화시스템, 잉곳성장로(Ingot growth furnaces)

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1:1�비즈니스�상담을�통한��

일본�태양광�시장�진출의�가능성�모색

금번 무역사절단은 현지 태양광 전시 참가 및 1:1 수

출상담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기업의 희망 바이어와 제품군을 조사하여 이를 바

탕으로 사전 섭외된 바이어가 직접 부스를 방문해 국내 

업체와의 만남을 가졌다. 총 15개사의 일본 현지 바이

어와 31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상담액만 5백

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에스엔지시스템은 태양광 기술을 접목시킨 농작물 

관리 시스템을 선보여 현지 바이어의 큰 이목을 끌었으

며, 현장 계약이 성사되는 쾌거를 이뤘다. 또 ㈜와이엠

텍의 경우 현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샘플 공급을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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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리뷰

 

��전망�밝은�일본�태양광�시장�

수출�확대�기대돼

2015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예산 중 

90% 이상이 태양광산업에 투입되었을 만큼 태양

광산업이 국가 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상위 7개국의 태양광 수요는 약 46GW

로 전체 수요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중

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태양에너지 발전 제12차 5개년 계

획을 공표하면서 2020년에는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을 5,000만kW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

다.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일본 태양광 시장은 연

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계의 

가장 큰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국내 업

체의 시장 진출 및 수출 가능성은 더욱 확대될 전

망이다.

(좌) 유시스템 상담 장면 / (우) ㈜와이엠텍 상담 장면

㈜네오세미텍 상담 장면

㈜레오 상담 장면

에스엔지시스템 상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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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월드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3월 1일(수)부

터 3월 3일(금)까지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개최되

며, 관서 지역에서는 9월 20일(수)부터 9일 22일(금)까

지 인텍스 오사카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일본 태양광 업체 부스 전경

일본�오사카�관서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전(PV�EXPO�OSAKA)�전시�개요

 전시회명 :  제 11회 일본 오사카 관서태양광발전시스템시공전(International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Expo Osaka)

 전시일정 : 2016년 9월 7일(수) ~ 9일(금) / 3일간

 전시장소 : 일본인텍스 오사카(INTEX OSAKA) 

 전시주최 : Reed Exhibition Japan Ltd.

 홈페이지 : http://www.pvexpo-kansai.jp/en

 개최규모 : 참가업체 310개사 / 방문객 30,000여 명 / 전시규모 약 20,000sqm

 전시품목 :  주택용 시스템, 공공/산업용 시스템, 각종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스템 설계 소프트, 파워컨디셔너, 
상용주파수전압, 직율출력 개폐기, 축전지, 각종 재해대책제품 등

 참가문의 : 전략지역특화사업팀 김민선 주임(02-551-7153 / kelly@ipr.co.kr)  

㈜레오 상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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