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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變化無雙)’

최근 ICT시장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아닐까요.

이전 세상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 콘텐츠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ICT시장은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물론 

이를 구현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끊임없이 그 모양새를 바꾸는 생태계로 변화되었습니다. 

2012년 ICT시장 또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카멜레온형 기업만이 환영 받을 것입니다.

모바일과 컨버전스라는 큰 흐름 속에서 IT 생태계가 개방과 소통 중심으로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기술, 혁신적 콘텐츠에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빨리 시장변화의 변곡점을 포착하고 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ICT 전문가라면 최근의 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하면서 동시에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2년은 LTE 서비스 등 모바일 트렌드의 대중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스마트 워크의 확산,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는 스마트TV, 

N스크린 같은 방송-통신간 융합상품은 물론이고 다양한 IT- 非IT간 컨버젼스 상품들이 새롭게 ICT생태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T생태계 흐름의 변곡점을 짚어내고, 자기 중심을 잡아낼 최적의 기회가 WORLD IT SHOW입니다.

WORLD IT SHOW 2012는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IT분야 국내 최대 마켓 플레이스로서, 

글로벌 ICT 리더들에겐 신제품신기술을 소개하는 마케팅 공간으로, 

젊은 벤처기업에겐 그들의 혁신적 기술을 발표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당신의 도전이 환영 받는 곳, WORLD IT SHOW로 오십시요.

성공 IT비즈니스를 위한 최적 선택, 
2012 WORLD IT SHOW

   국내 최대에서 아시아 최대의 IT 마켓 플레이스를 꿈꾸다

WORLD IT SHOW는 명실공히 ICT분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마케팅 공간입니다. 

혁신적 IT기업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이 발표되는 공간입니다. 

또한 혁신적 IT기업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소식을 발표하는 공간이 될 뿐 아니라, 

5개 특별관 운영을 통해 차세대 IT기술의 트렌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듯, 아시아 최대 IT행사로 발돋음하는 WORLD IT SHOW에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실질적인 해외 비즈니스 매칭을 원하십니까

해외 유명 전시회에 나가야만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WORLD IT SHOW는 전시장내 상담지원시스템을 강화함은 물론 무역협회가 준비하는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천 여명 이상의 IT분야 해외바이어와 연결되는 맞춤형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찾는 당신의 열정이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 곳, WORLD IT SHOW 입니다.

   IT시장의 투자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

진흙 속에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과 제품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WORLD IT SHOW는 신제품신기술발표회, 기술이전 설명회, ITRC행사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발표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술과 제품의 혁신성이 제대로 평가 받는 곳, WORLD IT SHOW 입니다.

   IT분야 최대의 국내외 마케팅 기회

홍보마케팅 기회가 필요하십니까? 런칭쇼를 WORLD IT SHOW에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행사마케팅은 더욱 강화 될 것이며, KBS, MBC 등 대표 방송사와 유력일간지 기자들이 집중 취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언론들이 다수 참여하는 프레스 파티 등을 통해 참가사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부대행사를 잘 활용한다면, 미디어는 당신에게 앵글을 맞추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WORLD IT SHOW  

www.worlditsh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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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WORLD IT SHOW 소개 

KIECO(1981), SEK(1987), EXPOCOMM(1996), IT KOREA(2002) 등 

국내 대표 IT 대표 전시회가 통합되어 탄생한 WORLD IT SHOW, 

지난 30년간의 대한민국 IT역사 그 자체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WORLD IT SHOW는 

성공을 꿈꾸는 IT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2012년 글로벌 IT시장의 방향타는..

여타 경제 영역에 비해 글로벌 ICT시장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은 스마트 생태계를 만들었고, 

스마트 생태계는 사람들을 시공간의 장애 없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유통시키는 주체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의 사람들은 디바이스의 종류에 제한 받지 않고 더 풍부해진 콘텐츠를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날 것입니다. 

더 많은 종류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우리의 손안에 놓일 것이며, 

이들이 구현하는 증강현실, 위치기반서비스, 3D기술 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맞춤형 콘텐츠에 더욱 열광할 것이며, 특색 있는 플랫폼 서비스에 매료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과 함께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비약할 것이며, 

시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의 양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빅데이터 처리와 보안기술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스마트TV의 대중화 같은 인터넷과 미디어의 융합은 가속될 것이며,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들간 콘텐츠 경쟁도 본격화될 것입니다. 

에너지와 IT기술의 융합은 스마트 그리드와 전기자동차 기술을 진화시킬 것입니다.

일   시   2012. 5. 15(Tue) – 18(Fri) 

장   소   Coex A, B, C, E Hall

주   최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주   관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 / 전자신문 / 코엑스 / K-Fairs㈜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E.J. Krause & Associates, Inc

Mobile / Communcations / Broadcasting

스마트폰, 태블릿 PC, LTE, HSPA+, WIBRO, N스크린, NFC, Volp, Antennas, 증강현실 및 LBS기반 웹서비스, 

각종 모바일 기기 연동 제품, Tuner, 디지털 방송장비, 편집 및 제작 장비, 모바일 동영상 인코딩, 스트리밍 서비스, 

전송시스템, 송출시스템, 3D TV, 카메라, 스피커 등

Cloud Computing / Smartwork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 SaaS, 플랫폼, 부품 및 모듈, 스토리지, 대용량 서버, 3D 프린터, 전자칠판, 화상회의 솔루션, 

전자정부 등 스마트워크 모범사례, RFID, 사물지능통신(M2M) 기술/제품, 보안서비스 등

Software / Digital Content

OS(운영체제), UX&UI, Application, 앱스토어, SNS, 모바일 게임, 소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3D 콘텐츠, 보안솔루션, 

융합형 콘텐츠, Router, ASP, ERP, CRM, FTTH 솔루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보안 프로그램, 각종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IT Convergence

자동차(자동주행, 위험제어 기능), 조선(설계 및 도장, 용접, 관제 등), 전력(스마트 그리드, 저전력 시스템),

교통(ITS등) 건설(U-City용 네트워크, 홈시큐러티), 국방(군 전자장비, 로봇 및 관제시스템), 

로봇(탐지용, 산업용 및 각종 가정용 서비스 로봇), 의료(원격진료 등 U-Health, 구급 서비스) 융합 기술 등

Industrial Electronics

Flexible Display, 반도체, 각종 웨이퍼 및 모듈, 공정장비, 임베디드 하드웨어, LED(AMOLE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그 설비, 2차 전지, 각종 PCB와 모듈 등

KIECO

1981

SEK

1987

EXPOCOMM

1996

IT KOREA

2002

행사개요 전시품목

WORLD IT SHOW  

www.worlditshow.co.kr



02 국내주재 해외기자단 초청 
    프레스 파티

03 중소기업 1:1 마케팅 교육

중소 참가사들을 대상으로 사전 전시회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실시, 

현장 마케팅 효과 배가 

04 파워 블로거 기자단 운용 / 
     블로거 파티 개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파워블로거 초청 간담회

포털 파워블로거 중심 현장 기자단 운영

참가사 및 전시장 취재 리뷰

블로거 기자단 대상, 

4월 블로거 파티를 통해 행사의 온라인 홍보 극대화 

 05 다양한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통한 
    행사 홍보

축적된 IT업체 DB를 통한 포스터 및 초청장 발송

지상파/신문/버스/지하철/온라인 배너 광고 집행

Aving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IT 전문 매체를

통한 참가업체 제품 Publicity효과  

01 지상파, 다채널,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행사 취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으로 참가업체와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신제품 신기술 발표회

참가업체 등이 2012년에 주목 받는 ICT분야 혁신 제품 및기술을 현장에서 바이어 및 
참가자 등에게 발표하는 기회   

 일시/장소 2012.5.16(수)~5.17(목) / Coex 컨퍼런스룸 

 주관   

IT 융합분야 기술이전 설명회

미래 핵심 역량인 IT융합분야의 신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위한 협력기회 제공   

 일시/장소 행사기간 중 / Coex내 미정  

 주최/주관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G-TEK/ITRC (대학정보통신전시회)

우수기술 및 연구결과물 보유기업(기관) 또는 대학 IT 연구센터에게 기술전시 및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여 기업체 기술이전, 기술협력, 투자유치, 사업화 등을 도모     

일시/장소 행사기간 중 / Coex Hall A

 주최  지식경제부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G-TEK)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ITRC)

2012 방송통신장관회의

해외 각국의 현황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주요 방송사, 통신사, IT 제조업체 등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일시/장소 2012.5.15(화) / 미정  

 참석자 해외 정보통신 장차관 

2012 중소기업 1:1 마케팅 교육  

 중소 참가기업의 현장 마케팅을 지원하고 참가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사 전 전시마케팅 노하우 교육 

 일시/장소 2012.4.26(목) / Coex내 미정 

 참석대상 2012 WORLD IT SHOW 참가업체 

2012 프레스 파티

해외 글로벌 미디어와 국내 정보통신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참가사 제품의
미디어 노출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일시/장소 2012.5.14(월)18:00 / Coex내 미정 

 예상규모 1,000여 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무역협회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참가업체와 해외 바이어와의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 기회 제공 (사전 신청 필수)   

 일시/장소 2012.5.16(수) / Coex Hall A  

 예상 규모 2천 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해 1:1 또는 부스투어 상담 예정  

 주관 한국무역협회 

2012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글로벌 전문가들이 방송통신 시장의 쟁점 사항과 핵심주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 마련   

 일시/장소 2012.5.15(화)~5 .16(수) / Coex Hall E  

 행사주제 Ecosystem of Smart Society  

단순한 전시회가 아닙니다. 

WORLD IT SHOW를 더욱 빛나게 하는 숨겨진 보석, 바로 다양한 부대행사/동시행사에 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열리는 맞춤형 비즈니스 기회에 참여하는 당신이야말로 

WORLD IT SHOW의 주인공!

｜0706

2012 행사 마케팅 및 홍보 계획 부대행사 및 동시행사

WORLD IT SHOW 사무국

모바일 마케팅 적극 활용

모바일 웹페이지 운용 홍보물 및 

전시장 주변 QR코드 활용 통한 

옥외 광고집행으로 전시관람 유도  

2012.05.15[Tue]-18[Fri]

       A,B,C,E Hall

KBS, MBC, SBS, YTN등 방송사 기획 취재

중앙일간지 IT 참가업체 기획 취재

경제지 등에 컬럼기재 등으로 관심 유도

참가사가 사전 신청

국내주재 해외 PRESS와 자연스런 만남 유도

프레스 요청 시 참가사 취재 지원

WORLD IT SHOW  

www.worlditshow.co.kr



2011 WORLD IT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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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독일, 일본, 타이완, 영국, 캐나다, 인도,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브루크, 싱가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의 

19개국, 550개사, 1,313부스 규모로 개최

등

2009년             2010년               2011년

166,000

165,000

164,000

163,000

167,721명

163,750명

165,387명

국내외 주요 미디어에 총 800여 회 노출! 

등 500여 업체 참가

참가업체 현황

바이어 포함 참관객 관심분야

최근 3년간 참관객 현황

■ Digital Electronics

■ SW(contents) & Solution

■ Industrial Electronics

Mobile 
& 

Broadcastiong

IT Convergence

REVIEW

WORLD IT SHOW  

www.worlditshow.co.kr



｜1110

참가신청 안내 층별 안내

1층

3층

5대 특별관 운영

특   별   관 내     용

클라우드 컴퓨팅 특별관(3층) 클라우드 기반 PC, 모바일 디바이스 및 로봇,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프로그램, 
서비스(IaaS, PaaS, SaaS) 등 전시 

3D TV 등 디스플레이, 모바일기기, 3D프린터, 촬영장비, 편집장비, 컨버전장비,  증강현실, 
3D전용 게임 등 콘텐츠 체험장 

음성인식, 원격/통합제어, SCC, 지능형 콘트롤러,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블랙박스, 차량용 웹,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 등

PCB, 안테나, 플렉서블 임베디드 기판,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 나노 센서 및 소자, 
세라믹&고분자 복합필름, 차세대 패키징, 각종 통신 부품 

장애인 및 노인들을 위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헬스케어 서비스 등 

3D 특별관(3층)

스마트카 특별관(1층)

부품 소재 특별관(1층)

장애인 IT 특별관(1층)

IT 
Convergence

스마트 카 특별관

부품소재 특별관, 장애인 IT특별관

Software/

G-TEK

ITRC

Digital Contents

Industrial 
Electronics

Hall A

Hall B

Hall C

Hall E

클라우드 컴퓨팅 특별관, 3D 특별관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Smartwork/
Cloud Computing

Mobile/
Communcations/

Broadcasting

부스비용

부스안내

2012.1.31(화)까지 신청서 제출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참가 (부스 시공비 제외)

A . 독립부스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신청 면적만 제공되며, 장치는 참가업체 자체 시공
  장치공사는 COEX에 등록된 지정 협력 업체에 한함

B . 조립부스

조립 1부스의 크기는 9㎡ (2.7평: 가로3m X 3m)
전시면적 9㎡제공 - 측면 및 후면벽

   국영문 상호간판 
   형광등(40W) 2개
   스파트 라이트 (100W) 3개 
   부스바닥 파이텍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 (업체당 1조) 

조기신청 할인 
2012.1.31(화)까지 신청서를 제출시, 부스비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참가
※부스비는 독립부스 비용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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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안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50%)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

참가비 납부안내 
 

구 분 참가비(V.A.T 별도) 비 고

독립부스 2,500,000원/ 부스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2,800,000원/ 부스 전시면적 + 조립식 기본 부스

구 분 참가비 비 고

1차 입금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시

2차 입금 잔금 50% + 각종 부대시설 이용료 2012.4.24 까지

참가신청 기한 

2012.4.19 (목) - 단,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조립부스

WORLD IT SHOW  

www.worlditsho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