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를 통해 B2B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확장하세요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외 기계산업시장

2019 인천국제기계전 [INMAC 2019]

Incheon International Machinery Expo 2019

세부구분

에어컨 및 히트펌프, 냉매압축기, 냉동·냉장시설,

냉동장비 (콘덴싱유닛, 공조기기, 롤에어컨), 

냉동공조 관련장치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냉각탑, 송풍기, 크린룸 등)

하·폐수처리, 하천정화,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멤브레인, 미생물, 수질관련장치, 설계, 시공, 펌프, 밸브

폐기물 처리기, 폐기물 자원화 장치 및 설비, 음식물 처리기, 기타 관련장비

3.0생산혁신솔루션, 공장제어시스템, MES, MMI, 

DCS, 공장환경제어, 터치판넬, 스마트오피스

산업용 로봇, 로봇부품, 로봇플랫폼, 로봇지능

3D프린터, 3D스캐너, 3D프린팅 소프트웨어, 

CAD/CAM/CAE 및 기타 응용분야

NC·CNC 관련기기, 물류시스템, 사무자동화기기, 자동세척기, 모터(AC,DC), 

계측장비, 모션컨트롤·로봇, 컨트롤시스템, 자동화 스마트웨어

전동, 절삭, 연삭, 다듬질, 측정용, 손작업용, 목공

2019년 9월 25일(수)  –  9월 27일(금) [3일간]

엠티에스미디어

www.inmacexpo.kr

인천 송도컨벤시아

송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전시회를 통해 B2B를 활성화하고 사업을 확장하세요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내외 기계산업시장

◎ 행사개요

◎ 전시품목

구분

2019 인천국제기계전 [INMAC 2019]

Incheon International Machinery Expo 2019

세부구분

냉동공조 및 냉난방

에어컨 및 히트펌프, 냉매압축기, 냉동·냉장시설,

냉동장비 (콘덴싱유닛, 공조기기, 롤에어컨),  

냉동공조 관련장치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냉각탑, 송풍기, 크린룸 등)

수질관리 및 수처리
하·폐수처리, 하천정화,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멤브레인, 미생물, 수질관련장치, 설계, 시공, 펌프, 밸브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기, 폐기물 자원화 장치 및 설비, 음식물 처리기, 기타 관련장비

스마트공장 솔루션
3.0생산혁신솔루션, 공장제어시스템, MES, MMI, 

DCS, 공장환경제어, 터치판넬, 스마트오피스

로봇산업 산업용 로봇, 로봇부품, 로봇플랫폼, 로봇지능

3D프린터 및 관련기기
3D프린터, 3D스캐너, 3D프린팅 소프트웨어, 

CAD/CAM/CAE 및 기타 응용분야

자동화기기
NC·CNC 관련기기, 물류시스템, 사무자동화기기, 자동세척기, 모터(AC,DC), 

계측장비, 모션컨트롤·로봇, 컨트롤시스템, 자동화 스마트웨어

공구 전동, 절삭, 연삭, 다듬질, 측정용, 손작업용, 목공

2019년 9월 25일(수)  –  9월 27일(금) [3일간]

엠티에스미디어

www.inmacexpo.kr

인천 송도컨벤시아

행   사   명

기               간

미디어파트너

장               소

주  최 · 주  관

홈 페 이 지

후               원

Manufacturing Korea

인천국제기계전은 B2B전시회를 통해

공급자(참가업체)와 

수요자(바이어)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인맥(INMAC)이 되겠습니다.

인천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지구로 

웨이하이시와의 협력을 통해 한중 교류의 거점도시로 

수출판로 개척 및 네트워크 강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 확대

New Market

환경설비, 스마트 팩토리, 로봇 및 모터 산업관, 3D프린터, 

자동화기기 등 각각의 특별관으로 구성, 타깃마케팅을 통한 

비즈니스 효과를 높여줍니다.

비즈니스 가치 창출

Add Value

인천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기계 전문 전시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과 인천관광공사, (주)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여 경쟁력 있는 국제전시회로 개최됩니다.

국제 무역 전시회

International B2B Expo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해외에서의 유입이 용이한 인천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중국, 일본, 독일 등 

해외 바이어를 초청, 참가기업과의 미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바이어 미팅

Meet Overseas Buyer

Chance for Networking

정부기관, 공사/공단, 각 지자체 등 실수요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매칭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구매 네트워크 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공공구매상담회



기계 제조업의 메카, 인천 !01

인천서북부 김포
전지역 인근 공단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시화방조제

영종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수출산업단지
인근

서울디지털공단
인근

인천 남동공단

반월특수
(시화) 공단 인근

반월특수
(안산신도시) 공단 인근

인천국제기계전의 개최지인 인천은 국내 최대규모의 5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21개에 둘러싸여 있는 

산업도시입니다.

제조업의 메카 인천, 약 3만 9천여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한 인천은 기계산업의 최대 수요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도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2015년 개장한 인천신항을 통해 2016년 수출 증가율 1위를 

달성하는 등  제조와 수출을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고의 산업도시로 발돋움 합니다.

산업의 도시 인천

Why
인천국제기계전?
INCHEON INTERNATIONAL 
MACHINERY EXPO

인천의 제조업이 변화합니다.

인천시는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고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솔루션 제공과 스마트팩토리 구축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제조공업단지를 스마트화 하는 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기계전은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과 공기업간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최적의 비즈니스 장입니다.

인천 제조업 혁신

Exit Entrance Exit Entrance

인천국제기계전 동시개최

◎ 2018년 공공, 해외비즈니스 현장

02

*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Metalwork Technology

국제금속가공
기술산업전

100부스

International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국제냉난방
공조산업전

100부스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국제환경
기술산업전

100부스

International Smart
Automation Machinery 

국제스마트자동화
기계산업전

100부스

총 8,605㎡ , 400부스 인천 최대규모 !

- 공공기관 & 비즈니스 상담회, 공무원 연수평점 세미나, 기계산업관련 정책과 이슈 및 트렌드에 맞는 전문세미나 강화

- 제조산업 No.1 인천광역시에 B2B, B2G 진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회제공

-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통해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지역 등 신흥시장의 수요가 많은 해외바이어 초청

전시 제품·서비스

금속 / 수지 가공

기계부품

베어링, 벨트, 체인

기어, 모터

콤프레셔 / 유체 동력

파스너, 산업용스프링

튜브, 파이프

공구, 공작기계

공조냉동기계

환경, 수처리기계

참가기업 비즈니스 미팅현장

이하의 업종·업무 관련 전문가

바이어

신제품, 기술 소개

첨단장비 비교분석

장비, 기술상담

기계시장조사

신규거래처 발굴

가격, 납품 상담

파트너쉽 / 협력

자동차산업

항공기, 항공우주

중장비, 중공업

전자, 전기산업

정밀기기

신재생에너지

자동화로봇

조선산업

종합, 전문건설업



◎ 참가비용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계약금 50% 납입

STEP1. 참가신청

가구비품 및 인터넷,

급배수 / 에어 등

기타 부대서비스 신청

부대서비스 & 참가비

잔금 납입

[2019. 8. 30까지]

STEP2. 부대서비스 신청 STEP3. 잔금납입

[VAT 별도]

◎ 참가신청안내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 전 사무국에 연락하셔서 잔여 부스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참가방법04

* 상기 제공 내역은 주최측의 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계약금

잔금&부대시설비용

내용

참가비 50%

참가비 50% + 부대시설비용

납입기한

참가신청 시 즉시 납입

2019년 8월 30일까지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형태

규격 1부스 [3m x 3m = 9㎡] 1부스 [3m x 3m = 9㎡]

신청 비용 1,700,000 원 2,100,000 원

제공 내역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면적만 제공]

 장치공사 및 인테리어 자체 시공

 전기 신청 필수

 부스 벽체, 바닥 카펫, 전력 [1Kw]

 스포트라이트 3개 [220V]

 국/영 상호 간판 [글씨체 공통]

 안내데스크 & 의자 [업체당 1세트]

할인 정책

·조기신청 : 2019년 6월 28일(금) 이전 신청 시 20% 할인

·규모할인 : 4부스 이상 신청 시 부스당 10만원 할인

※ 중복 할인 적용 가능

3m 3m

참가신청서 제출

제   출   서   류

제       출       처

선착순 마감. 단 부스 면적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9인천국제기계전 조직위원회 / (주)메쎄이상      Tel. 02-6121-6388    Fax. 02-6455-0953

◎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 주  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경기지역 공공기관 11개사 21개팀 38명· 초청바이어

참여기업 대상 사전 상담희망 바이어 접수를 통한 업체별 1:1 구매상담· 상담방식

냉동공조 및 냉난방, 수질관리 및 수처리, 폐기물 처리, 스마트공장 솔루션, 로봇산업, 자동화기기, 공구, 금형/부품/소재· 상담품목

· 상담실적
구 분

9월 6일

계약규모(원)

474,905,000

총  상담건수(건)

유효 상담건수 계약성사 향후계약예정 추후검토

206

69 6 12 51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6개국 20개사 20명· 초청바이어

구 분 지 역 국가/도시 (참가기업 수)

해외

바이어

합계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국 선양(1), 중국 난징(1)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1), 필리핀 마닐라(5)

인도 뭄바이(1), 인도 뉴델리(8), 파키스탄 카라치(2) 

호주 시드니(1)

20개사

사전 희망바이어 매칭을 통한 업체별 1:1 수출상담· 상담방식

냉동공조 및 냉난방, 수질관리 및 수처리, 폐기물 처리, 스마트공장 솔루션, 로봇산업, 

3D프린터 및 관련기기, 자동화기기, 공구, 금형/부품/소재 등

· 상담품목

상담건수(건)

수출상담액(USD)

계약추정액(USD)

126

18,759,404

5,501,076

112

7,983,130

2,707,250

238

26,742,534

8,208,326

· 상담실적
9. 5
(수)

9. 6
(목)

계

2018년 공공기관 및 수출 상담회 주요실적03

기관명 팀명 구매(관심) 품목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영흥발전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전기팀, 계측제어팀, 기계팀

계약팀

기계부

시설관리처, 수처리처

재무관리팀

항만건설팀, 항만시설팀, 경영지원팀

인사총무부, 기획재정부

계약팀, 지역본부, 동반성장팀

기술지원처, 재무관리처

기계부, 계전부, 총무부

기계팀

차단기, 전송기, 유량계, 밸브 등

NEP인증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계설비 유지보수 관련 

게이지, 밸브, 너트, 탈수시설

유지보수 물품, 공사/용역

아스콘, 팬코일유닛, 송풍기

에어컨 청소, 방역 및 소독, 펌프

하수관로 이송펌프류

게이지, 밸브, 덕트, 펌프, 송풍기

밸브, 펌프, LED, 발전기, 차단기

게이지, 밸브, 너트, 펌프, 보온재

◎ 참가비용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계약금 50% 납입

STEP1. 참가신청

가구비품 및 인터넷,

급배수 / 에어 등

기타 부대서비스 신청

부대서비스 & 참가비

잔금 납입

[2019. 8. 30까지]

STEP2. 부대서비스 신청 STEP3. 잔금납입

[VAT 별도]

◎ 참가신청안내 참가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신청 전 사무국에 연락하셔서 잔여 부스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참가방법04

* 상기 제공 내역은 주최측의 전시회 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계약금

잔금&부대시설비용

내용

참가비 50%

참가비 50% + 부대시설비용

납입기한

참가신청 시 즉시 납입

2019년 8월 30일까지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형태

규격 1부스 [3m x 3m = 9㎡] 1부스 [3m x 3m = 9㎡]

신청 비용 1,700,000 원 2,100,000 원

제공 내역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면적만 제공]

 장치공사 및 인테리어 자체 시공

 전기 신청 필수

 부스 벽체, 바닥 카펫, 전력 [1Kw]

 스포트라이트 3개 [220V]

 국/영 상호 간판 [글씨체 공통]

 안내데스크 & 의자 [업체당 1세트]

할인 정책

·조기신청 : 2019년 6월 28일(금) 이전 신청 시 20% 할인

·규모할인 : 4부스 이상 신청 시 부스당 10만원 할인

※ 중복 할인 적용 가능

3m 3m

참가신청서 제출

제   출   서   류

제       출       처

선착순 마감. 단 부스 면적 소진 시 조기 마감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9인천국제기계전 조직위원회 / (주)메쎄이상      Tel. 02-6121-6388    Fax. 02-6455-0953

◎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 주  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인천·경기지역 공공기관 11개사 21개팀 38명· 초청바이어

참여기업 대상 사전 상담희망 바이어 접수를 통한 업체별 1:1 구매상담· 상담방식

냉동공조 및 냉난방, 수질관리 및 수처리, 폐기물 처리, 스마트공장 솔루션, 로봇산업, 자동화기기, 공구, 금형/부품/소재· 상담품목

· 상담실적
구 분

9월 6일

계약규모(원)

474,905,000

총  상담건수(건)

유효 상담건수 계약성사 향후계약예정 추후검토

206

69 6 12 51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6개국 20개사 20명· 초청바이어

구 분 지 역 국가/도시 (참가기업 수)

해외

바이어

합계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

중국 선양(1), 중국 난징(1)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1), 필리핀 마닐라(5)

인도 뭄바이(1), 인도 뉴델리(8), 파키스탄 카라치(2) 

호주 시드니(1)

20개사

사전 희망바이어 매칭을 통한 업체별 1:1 수출상담· 상담방식

냉동공조 및 냉난방, 수질관리 및 수처리, 폐기물 처리, 스마트공장 솔루션, 로봇산업, 

3D프린터 및 관련기기, 자동화기기, 공구, 금형/부품/소재 등

· 상담품목

상담건수(건)

수출상담액(USD)

계약추정액(USD)

126

18,759,404

5,501,076

112

7,983,130

2,707,250

238

26,742,534

8,208,326

· 상담실적
9. 5
(수)

9. 6
(목)

계

2018년 공공기관 및 수출 상담회 주요실적03

기관명 팀명 구매(관심) 품목

서인천발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영흥발전본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전기팀, 계측제어팀, 기계팀

계약팀

기계부

시설관리처, 수처리처

재무관리팀

항만건설팀, 항만시설팀, 경영지원팀

인사총무부, 기획재정부

계약팀, 지역본부, 동반성장팀

기술지원처, 재무관리처

기계부, 계전부, 총무부

기계팀

차단기, 전송기, 유량계, 밸브 등

NEP인증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계설비 유지보수 관련 

게이지, 밸브, 너트, 탈수시설

유지보수 물품, 공사/용역

아스콘, 팬코일유닛, 송풍기

에어컨 청소, 방역 및 소독, 펌프

하수관로 이송펌프류

게이지, 밸브, 덕트, 펌프, 송풍기

밸브, 펌프, LED, 발전기, 차단기

게이지, 밸브, 너트, 펌프, 보온재



www.inmacexpo.kr

◎ 참가기업 지원서비스

다이렉트 우편
국내 유관 기관(발주처) 및 기계분야 기업체, 학계 전문가들에게 

홍보자료 및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온라인 광고

‘전시회 뉴스레터’를 주기적으로 업계 전문가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SNS에 ‘참가기업 디렉토리’를 활용한 

회사정보와 제품 상세정보 공지 및 홍보해 드립니다.

언론보도
전시회 참가, 신제품 출시, 주요 이슈 소개 등 특별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기사 홍보를 지원해 드립니다.

1. 참가기업을 위한 무료 광고 서비스

홍보 현수막 제공
사업장 내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전시회 참가 홍보 현수막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SMS 초청장 발송지원 참가기업이 직접 업체명을 기재하여 보내는 SMS 초청장 발송을 지원해 드립니다.

호텔정보 전시회장과 근접한 호텔을 특별 할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 전시회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특별 지원 서비스

참가기업 기술세미나
전시회장내 참가기업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진행,

참관객 및 바이어를 프레젠테이션에 초대하여 제품 및 기술 상세정보 홍보기회 제공

배너 / 포스팅 전시회장 입구에 참가기업 출품품목 배너 설치, 부스로 더 많은 참관객 방문을 유도 

2. 전시장 내부 홍보 서비스

참가문의

인천국제기계전 사무국 Tel Fax

Add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02-6121-6388 02-6455-0953 E-mail inmac@inmacexp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