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Line Matching | 24시간 365일, 디지털 트윈 가상 전시관

On-Site Meeting | 10. 19(화)-22(금), KINTEX 제 1전시장

Try Virtually,

Trade Actually !

Digital Transformation Fair
On-line & On-site

한국산업대전



온.전.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 

코로나19가 세상을 잠시 멈췄지만, 혁신을 향한 온전한 발걸음을 계속하세요. K-Machine과 K-ICT가 하나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단 하나의 전시회, 

“한국산업대전, D.Ton 2021”

안.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시회)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가상 전시장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안하게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세요. 

그리고 이번 가을,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춘 안전한 현장에서 새로운 만남과 도약을 시작하세요.

완.전. (완벽한 디지털 트윈 전시회)

실제 전시 제품과 완벽히 똑같은 ‘디지털 트윈’을 통해 상상하는 모든 것을 실현해보세요. 

전시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의 순간을 함께하세요.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전시회, “한국산업대전, D.Ton 2021”

            출품분야 

• 5G | 사물인터넷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디지털 트윈 | AR | VR

• 정보보호 | 블록체인/핀테크

• IT 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엔터프라이즈SW

• 스마트팩토리 | 자동화기기 | 로봇 

• 공작기계 | 금형 | 3D 프린터 | 부품·소재

• 측정기 | 시험검사기기

• 에너지 | 플랜트기자재

• 산업기계장비

            오프라인 전시
 
기간 | 2021.10.19(화)-22(금) [4일]

장소 | KINTEX 제 1 전시장

규모 | 24개국 420개사 1,700부스

공식 홈페이지 | www.dton.kr

            온라인 전시
 
기간 | 24시간 365일 상시

장소 | 디지털 트윈 가상 전시관

규모 | 24개국 150개사 600부스

디지털 트윈 가상 전시관 | www.digitaltwin.kr

전회차 
개최결과

27개국 590개사 2,295부스 1,625백만불 계약59,862명
(외국인 1,312명)

* 2019기준 



Try Virtually,

Trade Actually !

500,000원 | 4부스 기본장치비, 영상 1개 | 2D 1개 콘텐츠 게시 포함

             * 3D 콘텐츠 별도 협의

온라인 전용 | 기본 4부스 | 

2,600,000원 | 부스 
공간만 제공

3,000,000원 | 부스 
기본장치비포함 | 옥타자재

7,200,000원 | 2부스 
프리미엄부스 장치포함(블럭자재)
* 프리미엄은 기본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오프라인 전용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프리미엄 부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온라인 기본 4부스  + 

오프라인 독립식 1부스
2,900,000원 | 부스

온라인 기본 4부스 +

오프라인 조립식 1부스
3,300,000원 | 부스

온라인 기본 4부스+

오프라인 프리미엄 2부스
7,500,000원 | 2부스
* 프리미엄은 기본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원/vat 미포함)

(원/vat 미포함)

(원/vat 미포함)



문의

T. 02-369-7800  E. info@dton.kr

공식홈페이지

www.dton.kr

디지털 트윈 가상전시관 

www.digitaltwin.kr

Try Virtually,

Trade Actuall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