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안내서

About Ontact Fair - 개최 배경 및 목표
에서는 비대면 솔루션 도입을 준비하는 다양한 수요기업들의

맞춤형 솔루션 선택을 도와드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충분한 탐색의 시간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최적의 전시회 개최시기

언제 어디서나 정보 검색과 확인이

회사명, 솔루션명, 카테고리 별 등

아직 소진되지 않은

가능한 온라인 전시회와

한 번의 검색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16,000개의 1차 바우처와

현장에서 담당자와 함께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 전시회
이 모두를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준비합니다.

있는 포털형 검색 시스템과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바우처 활용
가이드 영상 등을 통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드립니다.

2021년 4월에 선정될 60,000개의
2차 바우처 수요기업들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bout Ontact Fair - 개최 배경 및 목표
에서는

비대면솔루션에대한필요성인식이생겼던2020년이후다양하게생기고있는

맞춤형솔루션에대한 높아진니즈를 충족시켜드립니다.

공급기업(솔루션 제조 및 유통 기업)

수요기업(솔루션 도입 희망 기업)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네트워킹

바우처 정보 제공

맞춤형 매칭 시스템 지원

B2B 프로그램을 통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

바우처 이용 가이드 세부 제시

분야별
솔루션 정보 제공
Category
무역

에듀테크

클라우드

원격의료

스마트
공장

소프트웨어

사회복지

Text 형태
검색포털 기능
제공
Search Portal
수요분야

제품용도

데이터

컨퍼런스
비대면 솔루션관련 글로벌
트렌드 및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의 장

협단체 회원사 투어
관련 산업 수요기업을 보유한
관련 산업 협단체 회원사들과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솔루션 설명회
키워드

수요기업 및 협단체 대상으로
참가사의 솔루션 설명과 함께
네트워킹의 기회 제공

컨설팅 부스
비대면 솔루션 전문
컨설턴트의 행사장 내 상주

컨퍼런스(바우처 세션)
바우처 지원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통한 바우처 사용
및 활용에 대한 강연

바우처 안내 영상
홈페이지 내 크리에이터를 통한
바우처 이용 가이드 영상 업로드

Why Ontact Fair - 온라인 플랫폼
에서는

검색포털 기능을 통해 쉽고 정확한 기업 검색이 가능하며,
수요자는 자신의 해당업무만 검색해도 관련 기업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무역 업무
협업툴(25건)
무역

비즈니스

무역 업무의 필수 솔루션
A기업의 협업툴, 보안 솔루션 등
무역

의료

비대면 시대 무역 영업의 필수 요소
B기업의 협업툴,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화상회의(10건)
무역

에듀테크

무역 업무, 이젠 화상회의로 하세요
C기업의 화상회의 솔루션, 보안/네트워크 등
무역

소프트웨어

성공적인 무역 영업을 약속합니다
D기업의 협업툴, 보안 솔루션 등

Why Ontact Fair - 온라인 플랫폼
는

국내 모든 바우처 지원사업과 함께하는
국내 유일의 수요자-공급자 매칭이 가능한 전문 전시회 입니다.

Why Ontact Fair - 비즈니스 네트워킹
에서는

수요자 요구사항 기반의 비대면 솔루션 고도화 및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컨퍼런스

협단체 회원사 투어

솔루션 설명회

- 일정 : 2021년 5월 6일(목) ~ 7일(금), 2일간
- 장소 : 코엑스 Hall B 내 컨퍼런스장

- 일정 : 2021년 5월 6일(목) ~ 8일(토), 3일간
- 장소 : 코엑스 Hall B

- 일정 : 2021년 5월 6일(목) ~ 7일(금), 2일간
- 장소 : 코엑스 Hall B 내 특설무대

- 1일차
: # 해외 온택트 산업 현황(Keynote)
# 국내 분야별 온택트 산업 현황
# 국내 비대면 바우처 이용 우수사례

- 대상 협단체
: # 무역 및 제조산업 관련
# 교육 및 의료, 돌봄 관련
# 컨설팅 및 ICT 관련

- 1일차 초청 수요 협단체
: # 에듀테크 분야
# 원격의료, 의료행정 분야
# 돌봄 서비스 분야

- 2일차
: # 해외 온택트 산업 현황 (Keynote)
# 정부의 비대면 산업 정책 방향
# 분야별 바우처 이용 가이드 제시

- 방법
: # 협단체 별 일정을 정하여 진행
# 단체 투어 후 개별 투어로 추진
# 자유로운 미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함

- 2일차 초청 수요 협단체
: # 원격근무, 화상회의, 보안 분야
# 무역, 물류 등 분야
# 일반 제조, 반도체, 화학 분야 등

* 상기 주제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자별 대상 수요 협단체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Why Ontact Fair - 바우처 정보 제공
에서는

국내의 모든 바우처 제도의 안내와 이용 가이드를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세요?

전시장 내 컨설팅 부스 운영

- 비대면 솔루션 전문 컨설턴트 상주
- 사용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 진행

정보가 필요하세요?

바우처 가이드 관련 컨퍼런스 운영

- 협단체의 바우처 관련 컨퍼런스
세션 운영
- 기타 비대면 바우처 전문 컨설팅
세션 운영

쉽게 알려드립니다

바우처 안내 영상 제공

- 유명 크리에이터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안내 영상 제공
* Ontact Fair 공식 홈페이지 내
업로드 예정

Ontact Fair 2021 Overview
행사명

ONTACT FAIR 2021(비대면 산업 전시회)

기

간

2021. 5. 6(목) ~ 8(토), 3일간

장

소

서울 COEX 1층 Hall B

규

모

오프라인 : 150개사 300부스 / 참관객 30,000명 이상
온 라 인 : 300개사 이상

주
후

(예

최

에코마이스㈜, 중앙일보

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창업진흥원,

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HIBIT PROFILE

화상회의

협업툴

에듀테크

VR/AR/XR

원격의료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Remote Work Fair 2020 Review
부대행사

행사 개요
행사명

일과 사람 2020 Remote Work Fair

2020 Remote Work Fair Conference

기

간

2020. 6. 29(월) ~ 30(화), 2일간

미니 세미나

장

소

서울 COEX 그랜드볼룸 / 오디토리움

주

최

에코마이스㈜, 중앙일보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1:1 비즈니스 상담회

2020년 행사 개최 결과
고객 발굴

25%

매우 만족

24%

6%

만족

신제품 홍보

9%
기업 브랜드 홍보

31%

30%

보통

불만족

업계동향 파악

17%

재참가 매우 긍정적
재참가 긍정적

고려해보겠다

불참하겠다

참가기업 수

참관객 수

상담회 참여
바이어 수

상담회
상담건수

77개사

3,289명

45명

117건

Remote Work Fair 2020 Review

공공기관

주요 참관 기업

* 지난 2020년에 개최된 리모트워크페어를 찾아주신 기관 및 기업입니다.

PARTICIPATION GUIDE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기한 2021년 4월 9일(금)

Step 1

Step 2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접수
1주일 이내
계약금 50% 납입

Step 3

Step 4

Step 5

잔금납부
2021. 4. 16(금)까지

부대시설 신청 및
사용료 납부
2021. 4. 21(수)까지

전시회 개막
2021. 5. 6(목)

할인 프로그램

연속참가 할인

동시참가 할인

조기할인

* 중복 적용 가능

2020 Remote Work Fair

온/오프라인 동시 참가 시

3월 26일까지 신청 시

기참가사 20% 할인

온라인 참가비 100만원 할인

10%할인

부스비용 안내

구분

온라인 부스

독립부스

조립부스

패키지A

패키지B

부스비용(VAT별도)

3,0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20,000,000원

30,000,000원

제공내역

웹페이지 타입 방식의
직관적 구성

전시 면적만 제공

간판 및 바닥 파이텍스,
조명, 콘센트(1kw), 테이
블/의자 1set
제공

전시 면적 + 공사비
(4부스 규모)

전시 면적 + 공사비
(6부스 규모)

*주최사에 별도 연락 필수

*주최사에 별도 연락 필수

부스 형태

참가비 납부처

예금주 에코마이스㈜

계좌번호 국민은행 809101-04-212821

* 입금 시 기업명으로 입금 요망

문의처

주최사 에코마이스㈜

TEL

02-6000-4281/4278

FAX 02-6000-4276

E-MAIL

ontact@ecomic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