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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9.1’
3일간

•개회사

•주제영상

•공공기관장상 시상식

•[2022 스마트건설 챌린지] 선정기술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팀

•건설 생애주기에 따른 5가지 전시관

•스마트건설 스타트업 전시관

•스마트건설 챌린지 수상 기업 전시관

•스마트건설 6개 분야  
    - 건설, 시설안전, 도시, 철도, 도로, R&D

•설계VE 포럼 및 초청 포럼 등

•기술 소개

•30여개 투자 전문회사 참여

8.30

8.30

8.30-9.1

8.30-9.1

8.31 

개막식
(GICC 행사와 이원 생중계)

우수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회

EXPO 전시장 운영 

전문포럼

스마트건설 기업 투자설명회

스마트건설2022

주요 행사 주요 내용 일 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참고)



건설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을 한자리에

“스마트건설 기술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업역간 소통, 
첨단 기술 산업 트렌드 공유의 장”

기술전시

스마트건설 국내 유관기관
건설 관련 학회, 연구기관
해외투자자 및 대외협력사업
정부, 지자체 등 참가

연계 행사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및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와 
연계를 통한 폭넓은 네트워킹 

기회 제공

전문포럼

스마트건설 6개 분야 
산 학 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건설산업 변화 필요성과
효과적인 정책방향 공유

수상작발표회

우수 스타트업 소개 및 
스마트건설 기술 공모전 
경연대회 수상 진행

투자설명회

IR 및 기업 발표 후 투자자와의 
심층 미팅을 통한 실질적인 
투자유치기회 제공



기 간

장 소

주 최 

주 관  

2022년 8월 30일(화)-9월 1일(목), 3일간 

KINTEX 제2전시장 6홀(전문포럼), 8홀(전시) 

구 성 •개막식 및 장관상 시상
     (GICC 이원 생중계)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스마트건설 EXPO  
•스마트건설 전문포럼
•투자설명회
•해외 VIP 전시 투어

8. 30 8.30-9.1 

2022 스마트건설 EXPO 행사 개요

5개 테마의 스토리텔링

설계에서부터 스마트건설 기술이 만들어낼 
우리 미래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5가지 테마로 전시 스토리텔링

스마트 설계관 스마트 시공관 스마트 유지관리관

친환경 미래 건설관안전한 미래 건설관

스마트 기술로
효율적인 설계 및 측량 스마트 시공을 통한 생산성 향상 빅테이터 활용 시설 유지 관리

친환경 소재 및 에너지 기술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적 안전, 사고 방지

BIM 설계자동화, 드론측량,
플랫폼, VR 시뮬레이션 등

모듈러, 건설 현장 원격 제어
및 자동화 시공 등

드론 모니터링, 3D레이더,
시설물점검 자동로봇 등

IoT 기반 재해 모니터링, 
스마트 안전 장비 등

초미세먼지제거코팅,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등



개최 결과

참관객 (2019~2021, (명))

(2021 스마트건설 EXPO)

2019 2021

12,196
33,048

온라인 방문객 
33,048명

참가 기업 수
150여 개 1:1 코칭을 통한

투자설명회 진행

전문포럼 참석인원
500여 명



전시 참가 안내

참가 신청

참가비

부스 배치

부대시설 신청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2022scexpo@intercom.co.kr
 * 부스 신청 최종 마감 : 2022. 08. 12(금) 까지    * 소진 시 조기마감

부스 참가비 무료
 * 독립부스로 참가 시 면적만 제공
 * 부대시설 비용 별도

전시 컨셉 별로 부스 배치 예정

부대시설 신청은 전시 참가 업체 대상으로 안내 예정
 * 부대시설 신청 최종 마감 : 2022. 08. 12(금) 까지

부스 선택

기본제공

- 바닥파이텍스

- 인포데스크 1개, 접의자1개

- 정면간판, 측면간판 

- 실내 조명 (3개)

- 전기 1kw (220v) 콘센트

- 전시면적만 제공

- 최소 2부스 이상 신청가능

- KINTEX 지정 협력업체 선정 

   개별시공
   (협력업체 정보는 KINTEX 홈페이지 참고)

건설 미래 선도할 첨단기술을 한자리에

2022 Smart Construction Expo

KINTEX 제2전시장

2022. 8. 30   -9.1화 목 

조립부스

독립부스

3,500

2,500
3,000

3,000

3,000mm

(단위 mm)

(단위 mm)

*디자인 예시



KINTEX 제2전시장

대화역 
고양종합운동장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걸포북변역

일산 IC

김포대교

한 강 

일산대교

이산포 JC
고양 IC

주엽역 

마두역 

대곡역 

곡산역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KINTEX 제2전시장

Hall

8

Hall

6

Hall 7

Hall 10

Hall 9

KINTEX 위치안내
(1039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킨텍스 제 2전시장 6, 8홀)

(전시)

(전문포럼)

2022 스마트건설 EXPO 사무국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5동 (건설산업혁신센터) 507호

Tel. 031-924-7282 / 7283 
E-mail. 2022scexpo@intercom.co.kr
www.2022smartconexpo.kr

전시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