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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ICT	전문전시회
차세대	첨단산업	선도	전시회

ICT가 이끄는 새로운 변화

월드IT쇼는 2008년부터 국내외 ICT 주요 기업들의 최신 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 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관련기술 및 전략 등을 알리

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Smart Innova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월드IT쇼 2019에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할 다양한 ICT 기술의 확장과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SMART 
INNOVATION

WIS 2019 KEY ISSUE

SMART HOME & CITIES

5G

AI

IoT

AR/VR

FINTECH/BLOCKCHAIN

SMART CAR/AUTOMOTIVE

SMART DEVICES

글로벌 HOT 이슈 분야의 첨단제품, 기술, 서비스 등 국내 소개의 장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500여개	업체	참가

Point 1

Point 2
R&D 기반 활성화로 국가 지속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는 전시회
국내	유관기관들의	발표회	·	상담회를	통해	기술이전	·	공동	R&D		·

	민간상담	·	창업	·	연구소기업	지원	및	사업화	촉진

Point 3
글로벌 ICT 빅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해외	ICT	빅바이어	및	해외통신사와	국내	기업	간
1:1	수출상담과	권역별	ICT	현지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공유

Point 4
대한민국 ImpaCT-ech 대상 & WIS 2019 혁신상 시상

ICT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국내외	ICT	시장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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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CT 빅바이어 초청 해외진출전략 세미나
인도, 베트남, 중국 등 해외 ICT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세미나

글로벌 ICT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실질 구매력이 있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유수의 ICT 기업 제품을 알리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수출상담회

WIS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전시 참가기업의 최신 IT 제품 및 기술을 현장에서 소개하는 발표회

WIS 혁신상
전시참가 기술제품 중 ‘올해의 WIS혁신기술’ 시상을 통한 2019년도 가장 주목받을 
IT 제품과 우수기술에 대한 시상식

대한민국 ImpaCT-ech 대상
멀티미디어 기술 관련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제도로써 국내의 우수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활성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상식

유망한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펼치는	
최신	기술력의	경연장

다양한	상담회,	발표회,	
세미나	등	각	ICT	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정보교류	및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장

권위있는	국내외	연사들을		
초청하여	분야별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및	종사자

간	협력	도모를	위한	장

전시품목

ICT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3D 프린팅, 드론, 소형로봇, 자율주행, 센서, 
소재 등

SW•컴퓨팅
인공지능, 인지컴퓨팅, 클라우드, 빅데이터, 데이터센터, 모바일컴퓨팅(센서, 무선) 등

디지털콘텐츠•스마트 미디어
실감형콘텐츠(입체음향, 3D/UHD), AR/VR, UI/UX, 콘텐츠유통 플랫폼, 
디지털사이니지 플랫폼, 실감미디어 플랫폼, 인터렉티브 광고 등

융합서비스
사물인터넷, 제조 ICT(스마트팩토리), 물류·유통 ICT, 에너지 ICT, 디지털헬스
(의료 ICT), 교육 ICT(e러닝), 금융 ICT(핀테크),공공안전/재해예방 ICT, 
스마트홈·스마트시티, 스포츠 ICT 등

모바일 &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단말기, 네트워크시스템, 통신서비스, 액세서리, 앱 등

가전 & 홈 어플라이언스
IoT 가전, 전자기기, 가정생활용 가전, 홈 엔터테이먼트 등

부대행사

컨퍼런스

Exhibiting Categories

Concurrent Events

글로벌 ICT 트렌드 인사이트 컨퍼런스
AI, 5G, IoT, VR/AR, 시큐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주요 ICT 산업 동향, 최신기술,  
토론, 기술, 마케팅, 인적 및 사업관리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ICT 산업을 선도하는 
국내 대표 ICT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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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가비 비고

1차 입금 계약금(참가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시

2차 입금 잔금 50% ＋ 각종 부대시설 이용료 2019. 3. 29까지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85-007518-13-053(예금주	:	한국경제신문)	또는	우리은행,	020-074524-13-201(예금주:	전자신문)

조기신청 할인 : 2019. 1. 31(목)까지
※	10%	할인(조립부스	신청	시	장치비	30만원	제외)
※	스타트업부스는	조기신청할인	제외

재참가 할인 : 2019. 1. 31(목)까지
※	5%	할인(조립부스	신청	시	장치비	30만원	제외)
※	재참가	및	조기신청	시	5%	추가	할인(20%)

구분 참가비(vat별도) 비고

독립부스(9㎡) 3,000,000원 /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2부스 이상 신청가능)

조립부스(9㎡) 3,300,000원 / 부스 전시면적＋조립식 기본부스

스타트업부스(2㎡) 스타트업부스(2㎡) 1,500,000원 / 부스
전시면적＋조립식 스타트업 부스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일 기준 2년 이내,
종업원수 10인 이하 스타트업 기업

국내 최대규모 ICT 전시회

WIS 해외참가 기업 & 바이어수

30
참가국

122,703
참관객

150
국내외 주요 언론사 보도

29 개국 43 개 기업

통신 및 ICT 기업

7 개국 37 개 기업

해외 빅바이어 초청

495
참가업체

1,495
부스

WIS 2018 REVIEW
Numbers of WIS 2018

참가기업 만족도 참관객 만족도

사업활동 
만족도

전시전반 
만족도

차후 전시 
참여 의사

90%84% 87%

사업활동 
만족도

전시전반 
만족도

차후 전시 
참관 의사

92%91% 90%

3F
C Hall

1F
A Hall

3F
D Hall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비	총액	50%를	지정계좌로	송금,	
송금후	입금증	사본을	메일	및	팩스로	전송

참가신청 기한 : 2019. 3. 27(금)

참가비 납부안내

참가비 할인 안내

부스안내

행사장 층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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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의 해외진출 플랫폼

390
상담건수

$70,820,000
상담액

$12,300,000
계약예상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