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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최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Korea Climate and Meteorological Industry Exhibition 2019)

2019. 9. 25.(수) ~ 9. 27.(금)

KINTEX 제1전시장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킨텍스, 에너지경제

기업전시,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

www.meteoexhi.kr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9 국제도로교통 박람회,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

해외 기상산업
바이어 방문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 및 판로 확대

관련산업 전시회
동시개최

기상산업 최신 기술
및 장비 전시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는 기상기후산업 및 관련 산업을 망라하는 
국내 유일이자 최대의 기상기후 분야 박람회입니다.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발전하는 첨단 기상산업과 함께 국내 기상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컨퍼런스 & 부대행사

기상기후 및 유관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활발한 정보교류를 지원(해양기상 전문가 워크숍,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등 

동시개최 확정)

기상정보 활용 및 기상·기후분야 우수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관) 발굴·포상을 위한 제14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2019년도 날씨경영 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 개최

공공부문 수요처(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참가기업의 상담기회 제공과 더불어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기업·바이어 간의 1:1 수출상담 제공을 통한 기상산업의 

시장판로를 개척

기상산업·기상기후변화의 떠오르는 이슈를 주제로 다채로운 체험관과 유관전시회를 

운영하여 기상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

컨퍼런스&
세미나

시상식

비즈니스 상담회 
& 수출상담회

날씨체험관

기상청 주최의 국내 최대 규모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 박람회

- 국내외 공공·민간 바이어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상산업 최적의 마케팅 플레이스

- 기상장비·서비스·융합기술 등의 최신기술이 망라되는 국내유일 전문 전시회

기상기업의 실질적 판로 개척을 위한 맞춤 비즈니스의 장

- 기상·기후산업의 50% 이상이 공공부문의 구매임을 고려하여, 공공수요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국내 기상산업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판로 개척 지원 (수출상담회, 5060퇴직인력 매칭지원)

기상·기후산업 동향 파악 및 기상기후의 관심제고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 

- 기상청 기상관측 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해양기상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기상R&D 혁신기술 세미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세미나 등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선도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관련산업 박람회 동시 개최

- 4개의 전문 특화 박람회 동시개최 를 통한 참관객 및 바이어 공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 2018년 기준 국내외유력바이어 5만명 이상 방문

- 제5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행안부 주최), 2019 국제도로교통박람회(한국도로협회 주최), 

   2019 한국건설안전박람회(메쎄이상 주최)



전시품목

기상기후관 _ 기상기후 유관 기업·기관

기상기기 및 장치 관련 제품·기술

기상기후 유관기관 및 날씨경영 우수기업

기상관련 전문 기술 및 정보 서비스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및 예비창업팀

•기상 관측용 기기 및 장치 생산·판매

   (지상, 고층, 위성, 해양, 레이더, 낙뢰, 황사 관측 등)

•가정용·사무용·산업용 기상측정 기기

•기상 관련 제품 수리·유지·보수

•기상융합 기술개발 기업 및 날씨관련 제품 

   판매 기업 등

•기상, 기후, 환경 관련 연구소

•학회, 대학, 협회, 단체 등 기상 유관 기관

•기상정보를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하는 

   날씨경영 우수기업 등

•기상예보, 기상감정, 기상컨설팅·보험 서비스

•기상정보 포털 및 인터넷 서비스

•기상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상방송 서비스

•기상관련 연구·개발 활동 등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소개, 

   입주기업별 제품 및 기술, 센터 홍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선발된 

   예비창업팀별 시제품 소개

지진 특별관 

지진 관측 및 경보, 대응 관련 기업

•지진 관측·분석 제품 및 기술

•지진 경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지진 대응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미세먼지 특별관 _ 안전산업박람회 공동 특별관

미세먼지 측정 및 경보 관련 기업

•미세먼지 측정·분석 제품 및 기술

•대기질 모델링

•현상진단 및 측정·조사 등



지난 성과

참가기업 현황사항03
사업영역 참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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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제품 및 기술 4.9%

신제품 및 신기술 홍보 6.5%

해외수출시장 개척 4.8%

기존거래선 유지/관리 0%

브랜드/회사 홍보 50.0%

신규바이어 발굴 32.3%

기상기기, 장치 및 관련 제품 제조·도매 31.2%

기상관련 전문 기술 서비스 29.5%

미세먼지 관련 제품 및 기술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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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의 높은 만족도02
만족도 재참가 의향

만족 참가 예정

기대이상 긍정적 검토

기타 기타

15%

33%
52%

55%

42%

3%

지난 박람회 주요 바이어04

참가기업 규모상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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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시장 개척 4.8%

기존거래선 유지/관리 0%

브랜드/회사 홍보 50.0%

신규바이어 발굴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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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부스규모 참관객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박람회 참관!



전시참가 안내

부스 할인

조기할인

재참가할인

부스 당 30만원 할인

•할인조건 : 기한 내 참가신청서 제출      •적용기간 : 2019. 5. 31.(금)

부스 당 20만원 할인

•할인조건 : 2016 ~ 2018 기상기후산업 박람회에 참가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

* 조기할인과 재참가할인 중복 가능

* 기상사업자 및 기상산업 유관기관 : 별도 문의 요청 (031-995-8746)

| 2019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사무국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T. 031-995-8746/8209     F. 031-995-8082     E. meteo@kintex.com

부스유형 및 참가비 단가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금액 2,000,000원/부스 2,400,000원/부스

면적 가로 3m x 세로 3m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3.5m

제공
내역

전시면적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시에만 가능,
전시 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업체가 

KINTEX장치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기본 옥타 부스, 일반국영문간판, 실내조명, 
바닥파이텍스, 인포데스크 / 접의자 각 1개,

상담테이블(원형) 1개 / 의자 4개, 전기 1kw (220V) 콘센트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 신청

참고
이미지

참가신청 참가비 납부 부대시설비 납부

www.meteoexhi.kr

부스신청 최종마감

2019. 7. 31.(수)

※소진시, 조기마감

참가비 전액

신청일자로부터

10일 이내 인보이스 상

전용계좌로 입금

별도 신청

부대시설비용 납부

※부대시설비 완납기한 :

2019. 8. 16.(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