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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전시명 SCM FAIR 2022

기간 2022년 10월 12일(수) – 14일(금)

장소 고양 KINTEX 제1전시장 2홀

주최 · 주관         

후원           

          LogiBridge

전시품목 Digital 
Manufacturing

Digital Technology, Intelligent Automation, Mobile Application

SCM Solution Digital SCM 솔루션 및 플랫폼, WMS · WSC · Fulfillment System, Cold Chain System 

Smart Logistics Transportation Service, Smart Mobility, Robot, Automation

Retail Tech Digital 유통 시스템, Big Data·AI 기반 옴니채널 솔루션,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

Last Mile Service MFC 시스템, 택배 및 배송 서비스, 단시간·근거리·즉시 배송 서비스

Material Handling
System

지게차(유인·무인), 핸드 파렛트 트럭, 물류 운반 장비

Eco-Packaging 친환경 포장 자재 및 설비, 재활용 포장재 및 포장 설비, 항균 포장 시스템

특  별  관	 Machine Vision Pavilion, Retail Tech Pavilion, Logistics ESG Pavilion

컨퍼런스	  SCM SUMMIT, 유통연수원 학술세미나, SCM 솔루션 컨퍼런스, ESG 컨퍼런스,  

Online Commerce 전략 컨퍼런스

부대행사

참관객 제조기업 물류·SCM 부서 및 운송·배송 담당자┃물류센터 운영기업┃유통·물류 기업┃온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기업

┃정부 기관 및 협단체┃연구기관 및 대학



Why SCM FAIR

01 수요 단계별 전시회 구성 ▶ 제조·유통·물류 기업의 비즈니스 확장!

SCM Process 최적화를 위한 공급망 단계별 시스템간의 융합
SCM FAIR는 각 분야별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시회 구성

02 최신 산업 정보 제공

SCM 분야 최신 트렌트 및 정책 반영 컨퍼런스 개최, 국내 대표 물류산업 미디어와의 협업

03 글로벌 네트워크 기회 제공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전문 에이전트와의 제휴를 통한 관련 기업 및 바이어 초청

04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 제공

오프라인 전시회와 연계된 온라인 전시회 서비스 제공으로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기회 제공

Digital Manufacturing
Digital Technology

Intelligent Automation

Smart Logistics
운송서비스, Robot

Automation, 물류장비

Online Commerce
온라인 플랫폼, D2C 서비스

라스트 마일 서비스

SCM 솔루션·IT서비스
스마트 SCM 시스템

WMS, Fulfillment System

Retail Tech
Digital 유통시스템

Packaging, 스마트 스토어

수요 단계별 
네트워크 구축

02 03 04



Process oPtimization • creating Value

국내택배 시장규모 성장 추이 단위 : 물동량 (백만박스) 온라인쇼핑 취급상품범위별 거래액 추이 단위 : 조원

03 언택트 생활의 일상화? 스마트 유통·물류 기술이 시작!

비대면 소비의 확대, 온라인 커머스의 성장으로 고객경험이 매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적인 고객경험을 위한 스마트한 유통·물류 기술 도입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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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65.6

181,5

94.1

204,6

113.3

231,9

136.6

254,2

159.4

278,9

337,3

*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생활물류통계 *	출처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온라인쇼핑몰	취급상품범위/상품군별거래액

SCM 세계 시장 규모 및 전망

01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SCM으로 완성!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SCM 전략은 필수입니다.
“Supply Chain Optimization”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 입니다.

2020

2021

2022

2023

2024

17,790

19,790

22,000

24,470

27,210

*	출처	:	Statista(2019)를	바탕으로	네모아이씨지에서	재가공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 국내 유통업계 SCM 패러다임을 선도

주력 제품에 초단기 공급망관리(SCM) 혁신을 단행하여 

수시로 바뀌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 조절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3일 > 1일)

A사

B사

단위 : 십억 달러

빅데이터 기반 물류 트래킹 시스템 세계 시장규모 및 전망

02 미래의 유통·물류 산업? Big-Data·AI를 통한 데이터 분석이 핵심!

공급망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솔루션을 적용하는 프로세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물류, 재고관리, 상품 구성, 마케팅 등 생산 관리 최적화를 실현합니다.

2020

2021

2022

2023

2024

3,550

4,170

4,890

5,740

6,730

단위 : 백만 달러

*	출처	:	Supply	Chain	Big	Date	Analytics	Market	-	Mordor	Intelligence(2019)

인공지능(AI) 창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업무 데이터와 판매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업무 효율 향성 및 상품 적재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전 세계 매장의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및 수요에 맞춘 물류망 구축 > 재고  

최소화 및 매출 극대화

C사

D사



SCM FAIR 2021 ShOW REPORT

2021 주요 참관 기업

참가업체 및 부스 수 : 44개사 120부스
참관 기업 수 : 776개사

참관 목적 관심분야

신규 제품 및 기술 확인

다양한 참가기업과 비지니스 미팅

특정 참가기업과 비지니스 미팅

기존 거래처 방문

신규 거래처 발굴

산업트렌드 정보 확인

컨퍼런스 참관

기타

SCM Solution

Fulfillment Center

Transportation Service

RobotㆍAutomation

Smart Mobility

Material Handling System

Last Mile Service

Eco-Packaging

기타

32.70% 15.86%

11.59% 12.87%

3.80% 12.07%

3.31%
11.00%

9.10%
11.90%

18.61%
9.87%

14.58%

10.97%

6.30% 4.66%

10.79%



참가안내

신청방법

www.scmfair.kr

온라인 참가신청

참가규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기업ㆍ담당자

정보입력 및 부스 신청

온라인 신청서 제출

설문작성 및 제출 최종신청 내역확인

참가비용 Booth Type 금액 (부가세별도) 제공 내역

독립부스

2,300,000원
1부스(3m	x	3m)

전시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가능)

조립부스

2,800,000원
1부스(3m	x	3m)

조립식 시스템 골조 및 벽체 – 1식

조립식 시스템 인포메이션/접의자 – 1ea

상호간판 / 바닥(파이텍스)

스포트라이트(LED 10W) – 2ea

콘센트(220V 2구) – 1ea

휴지통(업체당 1ea)

참가비납부 구 분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계약금 및 부가세 총 참가비의 40% 참가신청 후 7일 이내

잔금 및 부가세 총 참가비의 60% 2022년 8월 31일

부대시설비 추가 부대시설 신청에 대한 금액 2022년 8월 31일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할인 금액

1차 신청 ~ 2022년 2월 28일 50만원 / 부스

2차 신청 2022년 3월 1일 ~ 5월 31일 20만원 / 부스

3차 2022년 6월 1일 ~ 8월 31일 할인 없음



※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사무국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LATINUM 6,000만원 BLUE 4,000만원 GREEN 2,000만원 비 고

독립부스 30부스 20부스 10부스 -

인쇄물 가이드맵 배너, 초청장 로고 가이드맵 배너, 초청장 로고 가이드맵 배너 *규격 배너 및 로고 삽입

홍보영상 홍보영상 제작 (프리미엄) 홍보영상 제작 (일반) 홍보영상 제작 (일반) *온라인 플랫폼 업로드 서비스

보도자료 단독 취재기사 보도 단독 취재기사 보도 단독 취재기사 보도
*월 40만 View 산업전문 포털 

헬로티 및 오프라인 매거진 게재

전문지 광고 산업 전문지 3회 지면광고 산업 전문지 2회 지면광고 산업 전문지 2회 지면광고
*월 18,000부 발행을 통한 

유료구독 및 산업단지 배포

온라인 단독 뉴스레터 발송 2회 단독 뉴스레터 발송 1회 단독 뉴스레터 발송 1회
* 산업분야 타겟팅된 

8만 DB 대상 발송 서비스

BEyOnd ExhIBITIOn ! 

sPonsorshiP Program

(주)첨단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급	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전시회	참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SCM FAIR” 가   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Pr-Film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영상 파트너
● 네이버 TV Cast 운영
● 유튜브 채널 운영

기술 전문지 발행
● 자동화기술 ● 자동인식·비전
● 전자기술  ● i-Connected
● 산업단지신문 

online marketing
● eDM & Whitepaper
● 배너 광고
● 웨비나 & MTV 서비스
● SNS 마케팅

지식서비스로 기업에 가치를 더하는 
테크니컬 포털

sustainable growth
매월 40만 View의 산업전문 포털

'HelloT'와 '산업계 8만 DB'를 통한

잠재고객 발굴

scm summit
SCM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On/Off-line 전문 컨퍼런스 개최

Pr sPecialist
첨단의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타 전시회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홍보 효과 제공



전시사무국

Tel. 070-4345-9864 / 9869 / 9847

E-mail. scmfair@naver.com
Home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