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9.6.(수) ~ 9.8.(금)
제1전시장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열고, 세계를 잇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는 상상 속 미래의 도시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현실이 된 스마트시티를 만나보세요.

일시 : 2023년 9월 6일(수) ~ 9월 8일(금)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 스마트시티 PPP (민관합작투자)
플랫폼 실현

● 글로벌 스마트시티 리더들과
함께하는 비즈니스 상담의 장

Business
Platform

● 도시 대표단, 기획자, 솔루션 제공
업체와 VIP 네트워킹

Networking
Platform

● ICT 전문가와 정부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최신 기술동향 습득

●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Knowledge
Platform

● 전세계 스마트시티 관계자에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아태지역 최대 플랫폼

Promotional
Platform

WHY PARTICIPATING



WSCE 2022 주요 결과

WSCE 2022 비즈니스 상담회 실적

391+
상담건수

230백만불

상담액

4 건

MOU 체결

84백만불

계약액

30,000+
참관객

1,548
부스

21+
국가

172
컨퍼런스 연사



WSCE 2022 주요 참가업체



WSCE 2022 비즈니스 미팅 참여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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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CE 2022 글로벌 연사진

Jason Schenker
The Futurist Institute

Chairman

Chris Sheldrick
what3words

Co-Founder & CEO

Karatai Dzhangeldiev
Kyrgyzst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Specialist

Rido Monthazeri
Indonesia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Specialist

Jeeyeop Kim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Slamet Ryadi
Indonesia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Housing
Analyst

Narae Choi
World Bank

Senior Urban Development
Specialist

Maitreyi B. Das
World Bank

Manager

Jonghak Kim
KAIA(Korea Agency for

Infrast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Vice-president

Hesham Ashraf
Ministry of Housing, Utilities

and Urban Communities,
EGYPT Urban Planner

Chanho Kim
Korea Planning

Association
President

Kibyoung Kim
Amazon Web Services Korea 
Public Sector, Government

Business Manager

Stamatis Kotouzas
World Bank
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

Darwin Jarvis Rojo
Philippines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Analyst

Donyu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Smart City
National Committee

Professor Chairperson

Prabin Shrestha
Nepal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Engineer

Sudhir Shah
Nepal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Engineer

Sutharman Paskaran
Sri Lanka Road

Development Authority
Engineer

Chintia Dewi
Indonesia Geospatial
Information Agency

Analyst

Suman Biswas
Bangladesh Ministry of

Housing and Public Works
Engineer(Architecture)

Wonseok Jang
LG CNS

Pricipal Strategic Planner

Zaki B. Khoury
World Bank

Senior Digital Development
Specialist

Shipra Suri
UN-Habitat

Chief of Urban Practices
Branch

Van Hoa Pham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
Specialist



● 대중교통 │ 교통량 ● 교통정보 관리, 버스 ● 지하철 정보 시스템, 항공정보 등
● 도로 │ 도로시설 및 항만 ● 부두 관리, 보행자 안전서비스 등
● 모빌리티 │ 스마트 ● 공유 모빌리티, 자율주행, 주행정보관리, 도난차량 추적 시스템, AI택시 등

스마트 교통

● 에너지 │ 에너지 저장 ● 거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융 ● 복합 충전 인프라,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등
● 환경 │ 도시재생, 친환경 음식물 자원화,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도입, 대기환경 모니터링 ● 관리 등스마트 에너지 

& 환경

● 빌딩 ● 주거 │조명 ● 공기조화 ● CCTV 통합관리 플랫폼, 제로에너지빌딩 기술 개발 ● 적용, 소비전력 무선통제, 방축열 활용 인공지능 냉방 시스템, 
탄소제어 등

● 도시 인프라 │노후 공공인프라 모니터링, 스마트도시 인프라 관리, 스마트 가로등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 
도시건설, 인프라

● 생활 │ 스마트 가전 ● 홈, 스마트 생활편의 서비스, 스마트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서비스, 도시 앱 도입, 스마트 공원 조성, 스마트 방역 서비스 등
● 헬스케어 │ 의료정보 ● 원격의료 시스템, 질병예방 ● 건강지도, 클라우드 기반 원스톱 의료서비스, 실시간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사회적 약자 돌봄 ● 지원 서비스 등

스마트 라이프 
& 헬스케어

● 일자리 │ 창업인큐베이팅센터, 창업 ● 스타트업 지원, 도시 해외수출 등
● 물류 │ 물류센터 및 물동량 현황 관리, 모바일 POS, 지능형 드론 배송, 무인배송, 365일 스마트 쇼핑 등스마트 경제

● 소통 ● 참여 ● 현장형 행정 │ IoT 기반 현장행정, 공공분야 온라인 투표 시스템, 시민참여 플랫폼 등
●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 민관 공동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스마트 정부

전시회 참가 품목



전시회

＊문 의 : smartcity@kintex.com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WSCE 2022는 21개 지자체와 301개 기업 그리고 

약 3만 여 명의 관람객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전시회 현장에 참가하지 못하는 참관객과 바이어를 

위해 참가기업의 온라인 전시관 운영 및 온라인 부스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WSCE 2023은 스마트시티 전문기업 관계자부터 

지자체의 도시관계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까지, 

직접 만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관

＊문 의 : smartcity@kintex.com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 델타시티

(EDC) “국가시범도시”는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국가시범도시의 현황을 

주관 시행사인 LH (세종), K-water (부산) 전시관에서 

적용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프로젝트관

＊문 의 : smartcity@kintex.com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시티 챌린지’, ‘타운 챌린지’, 

‘캠퍼스챌린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 으로 세분화 

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 하는 사업입니다.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또한,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은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WSCE에서는 국내에서 추진중인 위 사업들과 적용 

기술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담회 & 기업설명회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십시오.

＊문 의 : smartcity@kintex.com 

2023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는
전시, 컨퍼런스에 더불어 국내외 정책결정자, 도시 

설계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상담회와 기업설명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시회 참가기업, 초청바이어에 별도 상담을 요청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상담하고 싶은 
국내외 기업이 있으신가요? 
WSCE 2023 ‘바이어 초청프로그램’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업의 바이어 초청, 현장 매칭 지원, 국내 체재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WSCE 어워즈

WSCE 사무국에서는 
매년 국내외 스마트시티 혁신 도시, 기업들을 선정하여 WSCE 

어워즈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기업은 주최기관의 공식 보도자료 및 WSCE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 각종 공식 홍보채널에서 연중 홍보됩니다.

┃WSCE 2022 수상도시 & 기업┃

BARCELONA GEELONG CITYMASHHAD

City

Mobility 

Energy & Environment

Tech & Solution



전시회 부스 신청

9m2

3m

3m

*부스신청 : www.worldsmartcityexpo.com

● 면적만 제공
●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 별도 장치 시공 업체 선정 필요 
● 장치 시공 업체는 안전상의 이유로 

KINTEX 협력업체로 제한하며, 

협력업체 목록은 KINTEX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200,000원 (VAT 별도)

독립부스

● 상호간판 (국영문)
● 간판 조명 2구 (40W)
● 부스 내 스포트라이트 3구 (100W) 
● 바닥 파이텍스 카펫
● 전기 콘센트 2구 (220V, 1KW)
● 안내데스크 1개 + 의자 1개
● 원탁의자 1개 + 의자 1개

3,500,000원 (VAT 별도)

조립부스

WSCE의 공식 스폰서가 되어보세요.

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소에서

기업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스폰서쉽 종류와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사무국 문의

스폰서쉽



CONTACT US

T. 031-995-8143 / 8782

E. smartcity@kintex.com

H. www.worldsmartcityexpo.com



2023년 9월 6일(수) ~ 8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