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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K-Education’의 구현

교육에 대한 모든 것,

제15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4T Point
Trend Leader
새정부 시대, 변화되는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성장 분야를
집중 조명하는 트렌드 리더 화합의 장
*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강화, STEAM(창의.융합교육)강화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 (SW 교육확대 및 스마트 학교 환경 구축)

TechnologyTransfer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교육혁신과 미래형 교육 에듀테크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공유하는 전문 전시회
* K-MOOC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단기학위운영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등 4차 교육분야를 우선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Trade Show
국내외 최신 교육 트렌드를 선보이고
미래 교육 산업을 선도하는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의 장

Total Exhibition
조기교육부터 성인교육까지, 전 연령 전 세대를 위한 교육을
아우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교육 종합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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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명 칭

국문 제15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영문 Korea Educational Technology &

Content Fair 2018
약칭 EDUTEC KOREA 2018
기 간

2018. 1. 24(수) ~ 26(금), 3일간 (10:00 ~ 17:00)
준비 1.22(월)-23(화) ㅣ 철거 1.26(금) 당일철거

장 소

코엑스 A, B홀(14,733㎡)

규 모

250개사 700부스, 4만명

주 제

교육이 미래다

Education, Key of the Future
주 최

(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엑스포럼

후 원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교육청 외 16개 시도 교육청 등

(예 정)

전시품목
Technology
디지털교과서, e-Book, STEAM 교육,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3D프린팅,

SW코딩교육, VR/AR, 로봇, 게임 등 교육용 IT기기 및 인프라, 솔루션 등

Contents
유아교육, K-12교육, 대학교육, e-Learning, MOOC, 교사용 콘텐츠, 인성교육,
자유학기, 방과후 학교, 진학교육 등

Equipment & Facility
교구 및 기자재, 장비, 전자칠판, 스마트 교실 솔루션
유아교육시설, 학교시설, 급식, 기구, 안전시설, 체육시설 등

Language
어학교육 및 연수, 해외 어학 프로그램, 영어마을, 영어 캠프, 유학, 외국어 교육,
외국어교육 콘텐츠 등

Skills
진로탐색, 체험학습, 자격증, HRD, 실버교육, 재취업, 창업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자기개발, 방과후 학원, 취미교육(쿠킹, 와인, 미술 클래스), 융합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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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성

전시회
조기·초등 교육, 방과후 학교,
학교시설, 안전, 진로 교육, 에듀 클라우드,
교육 컨텐츠 기자재, 에듀테크, 솔루션 등

국제 회의 / 비즈니스
·전세계 교육계 리더들과
함께하는 교육혁신포럼(Edu Forum)
·신제품 발표 및 시연회
·에듀테크 스타트업 데모데이
·학술 심포지엄

체험 / 참여
·소프트웨어 체험교실 ·진로 콘텐츠체험
·3D프린팅 체험교실

·코딩캠프

·안전체험

·방과후 학교 특별관

·창의콘텐츠 체험교실 ·잡트레이닝 교육

부대행사
·한국 중등교장협의회 ·학부모 토크쇼
동계연수회
·대학이러닝컨퍼런스
·에듀트렌드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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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학회 동계
연수 및 페스티벌
·학원 관리 노하우 세미나

지난 행사 결과

2017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EDUTEC KOREA 2017)
기

간

2017. 1. 18(수) ~ 1. 20(금), 3일간

장

소

코엑스 C홀

주

최

(사)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주)엑스포럼

후

원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외 16개 시 도 교육청 등

공식스폰서
주요참가사

EBS, KBS온라인평생교육원, 효성ITX㈜, 테크빌교육㈜,
㈜대교, NHN엔터테인먼트, 핸즈온러닝, 천재교육 등

규모

참가업체

181

부스

570

총 참관객

30,664

부대행사

비즈니스 부대행사

특별관

체험 프로그램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연수회

·스마트교실 모델관

·EBS 영어 라디오 공개방송

·스마트교육학회 동계연수 및 페스티벌

·우수시설학교 사례발표회

·소프트웨어 체험교실

·에듀트렌드 토크쇼

·내진공법 사례관

·스마트교실 수업시연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학술심포지움

·재난안전 체험관

·EBS 쿠킹클래스

·2017 녹색건축 및 에너지 관련

·창의콘텐츠 체험교실

인증 업무 실무자 교육
·학원 관리 노하우 세미나
·신제품 발표/시연회
·2017 에듀테크 스타트업 데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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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기한
■ 조기신청

■ 일반신청

2017년 10월 20일(금)까지

2017년 12월 22일(금)까지

부스 타입 안내

(VAT 별도)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 부스

제공내역

전시면적만 제공

전시면적+조립식기본부스

전시면적+블럭식부스

금액

2,600,000원/부스

2,900,000원/부스

3,200,000원/부스

형태
(1booth =3mx3m)

참가비 특전

(VAT 별도)

구분

조기신청 할인

참가실적 할인

내용

2017년 10월 20일(금)까지

3년 연속 참가

할인금액

200,000원/부스

100,000원/부스

참가신청 순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참가신청서 제출 시 계약금
(참가비 50%) 납부

참가비 잔금 납부
조기신청 : 10월27일(금)까지
일반신청 : 12월29일(금)까지

납부안내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엑스포럼

신한은행

140-005-899795

* 송금 시 반드시 참가신청서상에 명시한 ‘기업명’으로 입금요망

참가문의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사무국

T. 02-6000-6693/6670
6

F. 02-2051-3326

E. edufair@naver.com

스폰서쉽 프로그램

당신의 숨어있는 잠재고객,
교육 전문 전시회를 활용해 사로잡자!
15년 개최 역사의 국내 최초·최대 교육 전문 전시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교육인, 학부모라면 필수참석 정보교류의 장!
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한 포럼, 워크샵, 강의, 세미나, 특별관을 통해
수준높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여러분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세요!

프로그램
참가효과 극대화 전략

Platinum

Gold

Silver

Bronze

패키지 부스
국제 회의 환영사 및
각종 후원 로고 노출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패키지 부스
각종 후원 로고
노출 홍보
(인쇄물 및 온/오프라인)

패키지 부스
후원 로고 노출 홍보
(온/오프라인)

인쇄물, 사인물 등
후원 로고
노출 홍보

*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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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TEC KOREA 2018
(우)05854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1301
Tel. 02-6000-6693/6670
Fax. 02-2051-3326
E-mail. edufair@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