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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AIoT 국제전시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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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 기 간 : 2021. 10. 20(수) ~ 22(금) / 3일간

  □ 장 소 : COEX 3층 C홀

  □ 주요 전시 품목

구 분 전시 품목

IoT 디바이스 및 플랫폼
칩, 모듈, 센서, 게이트웨이, 태그, 리더기, oneM2M 플랫폼, 

디바이스 플랫폼 등

유무선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장비/부품

5G LoRa, NB-IoT, WPAN, WiFi, 비콘, 블루투스 등

AI 기술 및 하드웨어 빅데이터, 머신러닝, 컴퓨터비전, AI최적화 하드웨어, AI칩, 부품 등

AIoT 지능형 서비스 & 
솔루션

도시/안전, 헬스케어, 홈/가전/오피스, 에너지, 제조, 교통, 교육, 

환경, 유통, 건설/시설물 관리 등 지능형 IoT서비스 및 솔루션

스마트홈 & 스마트라이프 
관련 제품

스마트 인테리어테크(가구, 조명 등), 스마트 디바이스(헬스/스포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얼리어답터 제품 등

보안 제품 및 솔루션
디바이스 보안, 통신/네트워크 보안, 플랫폼/서비스 보안, 생체인식 

보안 등

2. 개최 결과 및 언론 홍보 실적

  □ 참가기업(관) 수 : 120개사, 250부스 

   o 국내 : 115개사 241부스, 해외 : 5개사 9부스

   o 주요참가기업

구 분 주요참가 기업(관)명

국내

SK텔레콤, 동아피엠, 지오플랜, 아이브랩, 에이치엔시큐리티, 에이펄스테크롤리지, 

에드웍스, 아모에스넷, 라닉스, 윌콘테크놀로지, 에어포인트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해외 Anrisu corporation, Monnit Korea, Korea Taiyo Yuden, Multi-tech Systems, Avery 
Dennison Korea

  □ 참관자수  : 6개국, 10,037명 (내국인 9,978명 / 외국인 59명)

   o 해외 참관국 : 중국,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 미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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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홍보 실적

   o 전자신문, 에이빙뉴스, 아주경제, 지디넷코리아, 연합뉴스, 보안뉴스, 

AI타임스,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등 총 169건(10. 28(목) 기준)

     - 기획기사(지면) :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삶과 미래를 잇다(전자신문, 10.20(수))

     - 인터뷰 : 지능형사물인터넷, 현재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연합뉴스TV, 10.21(목)) 

3. 설문 조사 결과

□ 전시회 참관객 분석 결과 (미응답자 제외)

① 업종별 전시회 참관객 수 ② 담당업무별 참관객 수
구 분 응답수 비율(%)

농축산/임업/수산업(광업포함) 114 1.18%

제조업 1,805 18.73%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 복원업

408 4.23%

운수업(항공 및 운송관련 서비스) 61 0.63%

도매 및 소매업(유통) 624 6.48%

건설업 353 3.66%

금융 및 보험업 145 1.5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2 0.54%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3,175 32.97%

예술, 스포츠 및 레저 관련서비스업 95 0.9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컨설팅 등) 606 6.29%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173 1.8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등)

145 1.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정부/공공기관 등)

516 5.35%

교육서비스업(대학, 교육기관 등) 375 3.89%

기타 989 10.26%

Total 9,636 100%

구�분 응답수� 비율(%)

최고경영자 1,026 10.65%

마케팅/영업 2,061 21.39%

광고/홍보 125 1.30%

구매/조달 169 1.75%

제조/생산 206 2.14%

재무/회계 119 1.23%

기술/연구개발/디자인 3,232 33.54%

품질관리/검사 122 1.27%

총무/관리/복지/교육 216 2.24%

유지/보수 325 3.37%

기획 957 9.93%

재고/물자관리/운송 44 0.46%

기타 1,034 10.73%

Total 9,636 100%

③ 참관객 관심 분야 (복수응답) ④ 참관객 참관 목적(복수응답)

구 분 응답수 비율(%)

IoT 디바이스 및 플랫폼 6,385 30.29%

AI 기술 및 하드웨어 4,030 19.12%

유무선 통신 기술 및 네트워크 

장비/부품
2,372 11.25%

보안 제품 및 솔루션 1,890 8.97%

AIoT 지능형 서비스 및 솔루션 3,853 18.28%

스마트 홈 & 스마트 라이프 관련 제품 2,548 12.09%

Total 21,078 100%

구 분 응답수 비율(%)

구매조사 461 4.78%

신상품/기술 정보수집 3,957 41.06%

제품/기술 구매 413 4.29%

업계동향 파악 2,098 21.77%

일반관람 1,834 19.04%

신규 거래선 확보 292 3.03%

기존 거래선 방문 89 0.92%

세미나 참가 195 2.02%

차기 전시회 참가여부 결정 14 0.15%

기타 283 2.94%

Total 9,6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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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인 국가별 참관자 수 

No. 국가명 참관객수 비율 No. 국가명 참관객수 비율

1 미국 11 18.6% 5 싱가포르 2 3.4%

2 일본 11 18.6% 6 스페인 2 3.4%

3 중국 5 8.5% 7 기타 25 42.4%

4 우주베키스탄 3 5.1% 합계 59 100%

□ 전시회 참가기업 설문조사 결과

① 전시회 참여목적(1순위 기준) ② 바이어에 대한 만족도

③ 전시회를 통한 목적 달성도 ④ 2022 전시회 재참가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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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기업 리스트

구분 NO 회사명 구분 NO 회사명

국내

1 5G 디지털트윈 팩토리

국내

36 쓰리에이로직스

2 K로보컴퍼니 37 씨디에스

3 공간정보기술 38 씨브이티

4 나모웹비즈 39 아모에스넷

5 네오비 40 아이리스아이디

6 네오와인 41 아이브랩

7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42 아이브스

8 넷솔루션 43 아이엘커누스

9 노츠 44 아이지아이에스

10 노타 45 아트피큐

11 다쏘시스템즈 코리아 46 알고씽

1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47 어웨어

13 더 캡슐 48 에니트

14 동아피엠 49 에드웍스

15 디엘정보기술 50 에스디티

16 라닉스 51 에스아이디허브

17 로드피아 52 에스케이텔레콤

18 로비고스 53 에어포인트

19 맥큐스인코포레이티드 54 에이에스씨

20 미래시티글로벌 55 에이치엔시큐리티

21 미러로이드 56 에이티아이디

22 바인테크 57 에이펄스테크롤리지

23 베스트 58 에팬

24 비츠로셀 59 에피텍

25 빅파워솔루션 60 엑스바디

26 삼마아이씨티 61 엑스퍼트아이엔씨

27 상록아이엔씨 62 엔키노

28 서밋코퍼레이션 63 엔텔스

29 셔블 64 엘렉시

30 소프트넷 65 엘토브

31 솜피 66 오상자이엘

32 슈어소프트테크 67 오이스터에이블

33 스마트큐브 68 와플랩

34 시앤시인스트루먼트 69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5 심플랫폼 70 원더풀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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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 회사명 구분 NO 회사명

국내

71 웨이시스

국내

96 콕스랩

72 위니케어 97 쿨사인

73 윌콘테크놀로지 98 테크월드

74 유니온커뮤니티 99 트리플렛

75 이노씨앤에스 100 티오21콤즈

76 이데아 101 포인트아이

77 이롭 102 하이버스이앤씨

78 이모션웨이브 103 하이비

79 이엘피 104 하이테크

80 이엠웨이브 105 한국인터넷진흥원

81 이오플로우 10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82 이젝스 1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3 이즈파크 108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84 익스트리플 109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0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86 정보통신신문 111 한국철도공사

87 제이아이엔시스템 112 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88 조인트리 113 현대엠아이비인터내셔널

89 지오플랜 114 홈앤리브

90 첨단 115 휴네이처

91 캠틱종합기술원

해외

116 ANRITSU CORPORATION (일본)

92 컴텔테크놀로지 117 AVERY DENNISON KOREA (미국)

93 케이씨에스 118 KOREA TAIYO YUDEN (일본)

94 케이아이 119 MONNIT KOREA (미국)

95 케이와이이엔지 120 MULTI-TECH SYSTEM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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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