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 Conference 2022
제19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2022년 4월 13일(수)~15일(금) / 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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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공식미디어파트너

전시분야

PV
KOREA

소재·부품

실리콘, 잉곳, 웨이퍼, 화합물 반도체, 기판, 필름, 시트, 실링재, 리본, 프레임, 강화유리, 연결재료, 어레이,
산업용 가스, 전극재료, 나노입자 등

셀·모듈

단결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박막 실리콘, 구형 실리콘, 유기, 염료 감응형, 반투명 태양전지,CVP, BIPV,
주택용·산업용 등

장비

주변기기/시스템/
설계·시공

에너지 저장기술

ESS
KOREA

에너지 저장시스템
부품 및 설비
배터리 생산기술
및 플랜트

신재생
에너지분야

실리콘·잉곳·웨이퍼 생산 및 검사 장비, 커팅 장비, 담금 장비, 건조 장비, 적층 장비, 비전검사 장비, 스크린프린트
장비, 양극 산화 코팅 장비, 스퍼터링, CVD장비, 에칭장비, 솔더링 장비, 플라즈마 장비, 스크라이브 장비, 레이저커팅
장비, 전지양산용 진공 장비, 전지도금기계, 기타 생산 및 검사·평가·측정·모니터링 장비, 태양광 인버터
인버터, 컨버터, 충전지, 축전지, 분전반,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파워 컨디셔너, 제어장치, 정션박스, 콘덴서,
과전압 보호기, 전원공급기, 원격감시장치, 태양광 추적시스템, 파티클 카운터, 정전기 방지 시스템, 가로등, 채광,
사인물, 설계, 설치, 시공, 기획, 컨설팅, 건설 운영 유지 및 보수, 모니터링 등

리튬배터리, 납배터리, 레독스흐름,
기타배터리시스템, 퓨얼셀, 캐퍼시터
기타 배터리시스템, 배터리테스트 시스템,
안전관리, 냉각 및 온도 관리, 배터리 충전소

에너지 저장시스템
스마트그리드

주거용ESS, 산업용ESS, UPS, 소프트웨어

전기거래, 마케팅,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자재, 배터리셀 생산 설비,
자동화 기술

소형풍력, 소수력, 바이오, 친환경산업, LED, 태양열, 수소, 지열, 해양, 폐기물, 가스화복합기술, 기후변화대응정책 등

친환경 경제생태계 출현의 모멘텀 -

국내 최대 신재생에너지전시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함께합니다
01 국내최대 태양광 전문 B2B전시회

- 아시아 최초, 국내 최대의 태양광 전문 전시회
- PHOTON INTERNATIONAL의 World’
s Top 10 PV trade fair 에 국내 유일 선정

02 글로벌 태양광 기업이 대거 스폰서로 참가하는 국내 대표 행사 (2021년도 기준)
Global Top10 태양광 셀, 모듈 기업 스폰서 참가!
Global Top10 태양광 인버터 기업 대거 참가!

03 국내 최대 규모 국제컨퍼런스, 교육, 수출상담회 동시개최

- PVMI(Photovoltaic Market Insights)2022 : 국내·외 주요기업, 연구소, 학계 등 대거 참가
- 수출상담회(2021년 약 80여명 초청), 신재생에너지 산업시찰 등
- 전국 신재생에너지담당 공무원 의무교육(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원사 법정교육,
중소형 민간발전사업자 세미나 등

04 Global Solar Aliance 국내 유일 가입 전시회
- 한국 Green Energy Expo, 중국 SNEC, 미국 SPI, 인도 REI

05 국내 유일 태양광·재생에너지 관련 협회 공동주관 전시회
신재생에너지 분야 TOP 플레이어가 선택한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2022년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현장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2년 2월7일(월) (선착순 접수)
●

재참가 5%(2021년 참가업체)

●

3년 연속 5%(2020년, 2021년 참가업체)

●

현장신청 20%

2. 전시 참가비 (부가세 별도)
구분
면적사용료
설치비

단가

규격

구분

실내전시장

2,200,000원

9m2 (3m x 3m)

기본부스

400,000원

9m2 (3m x 3m)

프리미엄 부스

700,000원

9m2 (3m x 3m)

설치비

단가

규격

블록부스 Type A

5,500,000원/2부스

18m2 (6m x 3m)

블록부스 Type B

12,000,000원/4부스 36m2 (6m x 6m)

블록부스 Type C

20,000,000원/8부스 72m2 (12m x 6m)

※블록부스 시공형태 및 자재 변경시 사무국과 별도 협의

3. 제공내역
독립부스

기본부스

프리미엄 부스

규격
9㎡ (3 x 3 m) / 2.4mH 벽체 칸막이
기본 제공
바닥 파이텍스, 상호 간판, 부스 번호, 전기 배선 (2구, 콘센트 1개),
기본조명(형광등 2개, 스포트라이트 3개), 안내데스크 1개, 의자 1
개, 전기 1kW (업체당)

규격
9㎡ (3 x 3 m) / 2.4mH 벽체 칸막이
기본 제공
바닥 파이텍스, 상호 간판, 부스 번호, 전기 배선 (2구, 콘센트 1개),
기본조명(형광등 4개, 스포트라이트 6개), 안내데스크 1개, 의자 1
개, 전기 1kW (업체당)
프리미엄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1개, 의자 3개

블록부스 Type A

블록부스 Type B

블록부스 Type C

규격
18㎡ (6 x 3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구, 콘
센트 1개), 기본조명(LED스팟 8개, 매입등 4개), 스카시 간판, 안내
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A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2개, 의자 6개, 벽걸이 TV 1대, 카탈로그 스탠드 1개

규격
36㎡ (6 x 6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구, 콘센
트 2개), 기본조명(LED스팟 14개, 매입등 10개), 스카시 간판, 안내
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B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3개, 의자 9개, 벽걸이 TV 1대, 카탈로그 스탠드 1개

규격
72㎡ (12 x 6 m) / 블록 시스템
기본 제공
바닥 신품 파이텍스 지정색, 업체명 컷팅시트, 전기 배선 (2구, 콘
센트 8개), 기본조명(LED스팟 22개, 매입등 10개), 스카시 간판, 안
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블록(C타입) 부스 제공 비품
상담테이블 4개, 의자 12개, 업체명 LED 라이팅 패널에 페트지 출력

전시면적만 제공하며, 참가 업체가 부스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디자인 및 시공
※ 전기신청 필수

4. 신청안내
온라인 참가신청

(www.greenenergyexpo.co.kr)
또는 참가신청서 작성 후
Fax(053-601-5372)로 송부

▶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 수령

▶

계약금 납부
(참가비의 50%)

▶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
2022. 2. 7(월)까지

※블록부스 시공형태 및 자재 변경시 사무국과 별도 협의

5. 입금안내
구분

금액

납입방법

계약금

총 참가비의 50%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2022년 2월7일(월)까지

입금계좌 : 우리은행 2632-935-4318215 / 예금주 (주)엑스코 (입금사 회사명 반드시 기재요망)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사무국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T. 053-601-5371

F. 053-601-5372

E. renew@exco.co.kr

www.greenenergyex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