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테마관
대서양관에 위치한 신기술 테마관에서는 

진화된 방송기술인 IP-TV, DMB, HDTV, 

Display 등 최신의 제품 및 정보를 한눈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음향시연회
COEX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는 Line-array 

Speaker, Amp, Mixer 등을 시연하여 평소 

에는 접하기 힘든 파워풀한 음향의 세계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송기술컨퍼런스/기술시연회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총 100여회 

이상의 국제 컨퍼런스를 한국방송기술인 

연합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며 관련단체와 

참가업체는 기술세미나 및 시연회를 통해 

참관객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 음향산업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합니다.

KOBA는 원년부터 한국이앤엑스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KBS, 

MBC, SBS, EBS 등 주요 공중파 방송국을 중심으로 여러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 및 제작자들은 물론 스튜디오, 프로덕션, 대형공연장, 종교계, 아카데미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들이 참관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기술세미나 및 시연회가 병행 

개최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인 방송 전문인들이 찾아오는 전시회

KOBA 2009 는...
KOBA 전시회는 국내 방송문화의 향상과 영상.음향.조명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1991

년을 첫 회로 시작하여 2009년에는 19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방송.영상.음향.조명기기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소개하는 KOBA 

전시회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술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전시 참가업체들에게는 

기업의 이미지 상승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방송의 본격적인 서비스 및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한 

신개념 방송.영상장비와 문화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향.조명기기 관련 

산업의 첨단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35개국 800여개사의 출품을 목표로 하는 KOBA 2009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 유치에 

역점을 두어 국내 디지털 문화산업의 위상을 해외에 재인식시키며, 국제경쟁력 강화와 

교역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KOBA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의 융합
Media Convergence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컨버전스(Convergence)는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며 산업 

간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조 

하고 있습니다.

방송산업환경도 디지털과 IT산업의 

영향으로 기존 사업의 영역을 허물고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PTV, Full HD, DMB 등의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개최 

되는 KOBA 2009는 신개념 방송, 

영상기기와 문화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음향, 조명산업의 

첨단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IPTV in KOBA

컨버전스라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기술, 서비스,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술의 혁신과 창조적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역동적인 시장의 창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OBA는 이러한 급격한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는 블루오션을 제시합니다.

산업 간의 제휴, 
새로운 시장의 창출
그리고 KOBA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영상기기와 음향기기 업체와의 제휴는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기능과 아이디어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업 간의 

Win-Win 전략입니다.

전시회는 수요자와 공급자, 기업과 기업 간의 적극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의 장입니다. KOBA 전시회는 세계 유수의 업체와 

바이어를 유치하여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상 & 음향산업의
결합을 통한 Win-Win 전략

세계 35개국 280개 사업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IPTV에 대해 한국이 50%에 

가까운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IPTV국제표준화 작업을 주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며 이는 지난 10

년간 꾸준히 IT인프라에 투자한 정부의 노력과 디지털TV, 셋탑박스 등 첨단 

방송장비개발에 매진한 한국기업의 기술이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또한, PC와 초고속인터넷의 높은 보급률,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를 선도하는 

“한류 컨텐츠”를 보유한 환경은 한국이 IPTV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KOBA 전시회도 지난 2006년부터 “IPTV & DMB Technology Pavilion”을 

전시장 내에 운영하고, 관련 컨퍼런스를 전시기간 내에 동시 개최하는 등 

트랜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명      칭 _ 

KOBA 2009
제19회 국제 방송 · 음향 · 조명기기 전시회
19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기      간 _ 
2009. 5. 26(화) - 29(금) (4일간)

개장시간 _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_ 

COEX 전시장 (대서양관, 컨벤션홀)

주      최 _ 

한국이앤엑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      원 _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서울특별시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음악산업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입 장 료 _ 

10,000원 (사전등록 또는 초청장 지참시 무료)

전시품목 _ 

방송관련기기 음향관련기기          
레코딩장비 영상편집,  제작관련기기      
송출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관련기기   
중계시스템 송신관련장비

카메라관련기기 디스플레이                   
컨버터   조명관련기기          
무대장비   케이블                          
전기 및 배터리 관련기기 기타 방송, 음향, 조명관련기기 전품목

전시규모 _ 

총 17,649m2

COEX 대서양관, 컨벤션홀 전관, 컨퍼런스 센터

전시회 개요



참가안내

신청기간  2009년 1월 30일까지 (단, 전시장 소진시 마감)

부스배정 부스에 대한 위치선정은 신청순위와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을 감안 
하여 사무국이 결정, 출품자 회의시에 발표합니다. 또한, 출품업체는 
전시부스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 배정된 전시면적을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출품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총 출품료의 1/2)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 
하고 잔금은 2009년 1월 30일까지 납입하여 주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특전 출품료 조기납인 할인
 출품료(관리비 제외)를 현금(부가세포함)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기납입 할 경우 부스당 200,000원 할인

 KOBA 2008 출품업체 할인
 1부스당 100,000원 (조기납입과 중복가능)

(부가세별도)
부스크기 출 품 료 비    고

2,40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독립부스 3m x 3m = 9m2

2,800,000원 기본장치공사포함조립부스 3m x 3m = 9m2

* 조립부스 신청시 장치공사료는 해당 장치공사업체에서 직접 청구 
하며, 전기, 수도, 압축공기, 전화 및 인터넷 전용선 등의 부대설비 
경비는 KOBA 사무국에서  청구합니다.

출품경비

조립부스
제공사항

부스번호 및 회사명간판

안내대 및 접의자 1조

바닥 파이텍스

형광등, 스포트

그래픽배너

콘센트

휴지통



Tel. 02-551-0102
Fax. 02-551-0103
koba@kobashow.com
www.kobashow.com

KOBA 2009 사무국
한국이앤엑스

Tel. 02-3219-5635
Fax. 02-2647-6813
kobeta@kobeta.com
www.kobeta.com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Centro Commerciale
Milanofiori Palazzo F/1,
20090 ASSAGO MI, Italy 
Tel. +39(2)825-3326
Fax. +39(2)825-5019
seint@seint.com
Contact : Ms.Francesca Porto

4-12-16-2-201, Midori-cho,
Koganei-shi,
Tokyo 184-0003, Japan
Tel. +81(90)4222-1945
Fax. +81(42)381-8474
sumikato@y3.dion.ne.jp
Contact : Ms. Sumi Kato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무역회관 2001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빌딩 15층

명칭 제18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 전시회

기간 2008. 5. 28(수) ~ 31(토)

장소 코엑스전시장 대서양관, 컨벤션홀

전시규모 17,649 m2 / 32개국 665개사 출품

참관객수 45,010명

컨퍼런스규모 COEX 컨퍼런스센터 3,4층 전관  - 130여회 이상

국가별 참가업체 현황

 * 총 32개국 665개사
    (국내 대리점 112개사 미포함)

국가명 출품업체수 국가명 출품업체수

품목별 전시품 현황 (*괄호안은 출품업체 수)

전시회 참가에 대한 만족도

만족  50.9% 보통  39.8%

매우 만족  5.2%

미흡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