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은 공원이 되고, 지하에는 물류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 차량, 교통 인프라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각각의 정보가 상호 연결되는 세상
Smart TransLogistiX가 꿈꾸는 공간(Space)과 이동(Mobility)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디지털 도로, ITS,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배송로봇, 디지털 트윈은 물론
하이퍼루프에 이르기까지,
Smart TransLogistiX는 모빌리티, 물류 산업 혁신기술과 솔루션을 한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시장 동향 Market Trend
전 세계적으로 화물 운송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육상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고 향후에는 복합 운송 비중 증가 예상
· (미국) 미국의 화물운송량은 179억 78백만톤으로 연평균 1.5% 증가
· (EU) 유럽 28개국의 화물 운송량은 총 2조 4,032억톤으로 운송의 29% 육상 운송
· (한국) 국내화물 수송실적은 약 197억 5,640톤으로 연평균 5.0% 증가, 육상 운송이 전체 90% 이상

세계 각국은 교통 체계를 효율화하고 인프라 간 연계 강화 및
이동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추진 중
· (미국) 물류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한 Fast Act 법을 제정하고 미래 물류 경제의 유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 제시
· (EU) IoT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물류와 교통 활동이 상호 연결되는 개념(Physical Internet) 구현 물류 공급망 전 과정에서 30% 효율 향상을 목표 추진
· (한국)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18~’27)]에서는 국토교통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성장동력으로 ‘스마트 물류’를 선정

’22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전략산업화 및
물류·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물류시설 확대를 설정
· 모빌리티 : ’25년 UAM 상용화, ’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인프라·법·제도·실증기반 구축 추진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정밀도로지도,
버티포트(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 구축
· 스마트 물류 :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
건축정보모델(BIM)·탈현장건설(OSC)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기술 확산을 통한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도모

전시회 개요 Show Overview
명칭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

기간

2022년 10월 12일(수) ~ 14일(금)

장소

코엑스 A홀

이차전지, 모빌리티, 스마트공장에 이르기까지,
혁신기술의 미래에는 언제나 코엑스가 함께해왔습니다.
2022년 코엑스가 제공하는 마지막 B2B 혁신기술산업전,
‘스마트모빌리티물류산업전(Smart TransLogistiX)’이
여러분의 성공 비즈니스를 약속합니다.

주최
후원(예정) 서울특별시, 한국무역협회, 한국도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2022년 상반기 코엑스 주요 B2B산업전 개최결과]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머신비전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InterBattery

xEV TREND KOREA

Smart Factory + Automation World

세계 3대 배터리·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모빌리티 전문 전시회

아시아 최대 스마트공장자동화 전문 전시회

· 개최결과
198개사 665부스 41,020명

· 개최결과
53개사 307부스 38,082명

· 개최결과
320개사 1,500부스 34,680명

※ 2022년 코엑스 주관 전시회 기 참가업체 대상 참가비 할인혜택 제공(Smart TransLogistiX 사무국 별도 문의)

전시 품목 Exhibit Items
정부 · 지자체 · 연구기관
관련 정부기관 및 공사, 국책연구원, 지자체, 관련 협단체

스마트 물류 · 자동화

IoT, Fleet Management, 수배송관리시스템(TMS), 물류관리플랫폼,
무인배송, 물류하역/보관시스템, AGV(무인운반차)/배달로봇,
물류정보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WMS), 창고최적화시스템(WOS),
Last Mile Delivery, 콜드체인, 물류운반장비, 물류안전관리시스템,
물류라우팅시스템, 배송/하역 이력 관리시스템, 제어계측 솔루션,
공급망관리(SCM) 솔루션, 컨베이어, Rack System

교통제어 · 관리시스템

도로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배송관리시스템,
스마트모니터링/트래픽관리시스템, 교통상황예측시스템,
교통데이터처리시스템, 지능형주차관제시스템, 자동결제시스템

자율주행

스마트 · 바이오 패키징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플랫폼,
자율주행 교통인프라(ITS/C-ITS),
텔레매틱스, 군집주행, ADAS, 5G,
V2X, 차량용 반도체, 머신비전,
센서, 경로안내시스템, 라이다/레이더,
Web 3.0, 메타버스

스마트패키징시스템, 친환경포장,
녹색물류(Green Logistics),
바이오 로지스틱, 항균포장시스템,
콜드체인 패키징

Mobility · Next Generation Technology

Sustainability · Energy

교통물류의 ESG, 친환경 소재, 자원순환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충전설비,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에너지 부품소재,
저탄소솔루션, 스마트그리드, 소음감소시스템, 환경오염 측정장비

승차공유플랫폼, EV, 마이크로모빌리티, UAM, MaaS,
드론, 개인용 모빌리티, 하이퍼루프(튜브),
AI/머신러닝/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블록체인, 로보틱스

스마트 도로 인프라

Digital Twin, 건설정보모델링(BIM), 교통신호체계, 신호제어기/시스템, 스마트도로표지,
지능형도로가변정보시스템(VMS), 교통단속카메라, 과속단속장비, 도로소방/재난대응장비,
도로유지관리시스템, 스마트안전, 스마트건설기술 및 장비

전시회 특징 Exhibition Features
More Buyers, Better Qualities.
Smart TransLogistiX는 여러분의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Marketplace입니다.
Qualified Trade Visitors

미래 성장산업인 모빌리티 및 물류산업 주요 수요처인 정부 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물론, B2B 전문 바이어가 함께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모빌리티 · 물류산업전입니다.

Value-Chain

모빌리티, 물류, 패키징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전시회로, 참가업체 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Multi-channel Marketing
Tech Conference

전시회는 물론, 코엑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을 통해 최고의 홍보효과를 제공합니다.
모빌리티 · 물류산업의 최신 트렌드 정보제공은 물론, 참가업체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매우 특별한 Presentation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대행사(예정) Concurrent Events
개막식

TransLogistiX Leaders’ Conference

일시 및 장소
’22년 10월 12일, 코엑스 A홀 입구

주제
도로교통물류산업의 미래 : 모빌리티의 재정의

참석자
정부 주무부처장, 지자체장, 후원사 및 참가업체 대표

시기 및 장소
22년 10월 12일(수) ~ 13일(목) 2일간, 전시장 내 컨퍼런스장
행사내용
교통/물류 산업 혁신 사례 및 최신 트렌드 소개

온·오프라인 비즈매칭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시승체험

교통,물류 산업의 주요 수요처 및 바이어들과의
비즈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기 및 장소
22년 10월 12일(수) ~ 14일(금)

운영방법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참가업체와 바이어 간 사전 매칭
→ (오프라인) 참가업체 부스 방문 후 상담
→ (온라인) 전시장 내 비대면 상담회장에서 상담

운영방안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 예약자 확인 → 시승

참가신청 안내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절차

온라인 참가신청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사이버코엑스
(exhibitor.cybercoex.co.kr)
회원가입 후 참가신청

부스비 총액의 50% 납부
납부기한 : 신청서 제출 후 7일이내

부스비 총액 50% + 부대시설 이용료
납부기한 : 2022년 9월 15일

부스비 안내

구분

조기신청(~7. 31)

일반신청(8. 1 ~ 9. 15)

비고

독립부스

2,400,000원

2,800,000원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2,800,000원

3,200,000원

면적 + 조립부스 제공

프리미엄부스

3,200,000원

3,600,000원

면적 + 프리미엄부스 제공

부스 안내

관리비

스마트도로교통물류산업전
개막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면적만 제공)
* 참가사가 부스 자체시공 필수

* 면적 : 가로 3m X 세로 3m(9m2)
* 벽채, 상호간판, 조명, 바닥재, 안내데스크 1, 의자 1 포함

* 면적 : 가로 3m X 세로 3m(9m2)
* 벽채, 상호간판, 조명, 바닥재, 안내데스크 1, 의자 1 포함

구분

단가(VAT 별도)

비고

전기

주간 50,000원/kw, 24시간 70,000원/kw｜4일 기준 비용

주간용과 24시간용이 있으며, 단상 220v(60Hz), 삼상 380v(60Hz)로 구분

전화

국내전화 50,000원/회선｜국제 150,000원/회선

별도 정산없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로 구분

급·배수/압축공기

150,000원/소

전시품 작동을 위해 급·배수 및 압축공기 필요시 신청

인터넷 전용선(LAN)

150,000원/소

인터넷 필요시 신청(유선)

무선 인터넷 카드

3일권 : 40,000원/개｜4일권 : 50,000원/개｜카드 1개당 기기 하나만 사용 가능

인터넷 필요시 신청(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