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개요 전시회명 2019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HVAC KOREA 2019)

기간/장소 2019.05.23(목) ~ 25(토), 세텍(SETEC)

규모 100개 사, 250 부스, 4,814 ㎡

주최 ㈜메쎄이상

후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설계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그린빌딩협의회, KOTRA

국내 최초·유일
종합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는 국내 최초로 기계설비관련 장비, 자재, 공법을 총망라하는 전문 전시회입니다. 

설비의 특정 부문만을 다루던 기존의 관련 전시회들과 달리 기계설비 전 부문을 아우르며 건설사, 설계사, 협력업체 등 

유력 바이어가 모두 모이는 국내 유일 기계설비 전문 전시회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설비설계협회, 한국

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가 후원하고 메쎄이상이 주최합니다. 

전시품목
건축기계설비 전 분야

전문분야
TAB, 건식AD, 기계설비, 가스, 설계, 
연도, 자동제어, 정화조

소방
소방자동화장비, 소방장비, 소방용품, 
소방공사, 산업안전, 보안

장비류
공기조화기기, 냉동냉장기기, 보일러,
빙축열시스템, 열교환기, 정수처리, 
탱크류, 펌프류, 휀류

특수설비 냉동냉장, 크린룸, 의료설비, 주방기구

자재류
배관류, 밸브류, 방음방진, 댐퍼, 
보온재, 발열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건물에너지, 열병합발전

위생설비 위생도기, 욕조, 수전, 액세서리

구분 신청단위 단가(VAT별도) 비고

필수사항

독립부스(면적만 제공)*
Booth

2,700,000 원
1Booth : 3m x 3m

조립부스 (맥시마 부스 제공)* 3,100,000 원

전기

220V 단상 

kW
  50,000원

필요 전기 용량 신청
220V 삼상 

380V 삼상 

24시간용 100,000원

선택사항

리깅전기 별도 300,000원 리깅 설치 시 신청
(사무국과 사전 협의 필수)

전화 대   70,000원

설치비 및 사용료 포함
인터넷 Port 200,000원

급배수 개소 200,000원

압축공기 개소 200,000원

참관객 데이터 시스템
(바코드 리더기)*

대 200,000원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사무국

Tel 02-6121-6404  
Fax 02-6121-6401  
e-mail hvacfair@esgroup.net

독립부스 참가업체가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SETEC에 등록된 전문 부스장치 업체를 통해 시공 (전기 간선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조립부스 주최자가 일괄적으로 시공

참관객데이터시스템 : 바코드 리더기로 참관객 명찰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캔해서 참관객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
스캔한 참관객 데이터(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이메일, 설문응답 등)는 전시회 종료 후 제공

업계 전문가를 위한 B2B 전시회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기계설비 전 부문 유수의 참가기업들이 참가하여 브랜드 가치와 매출을 높이는 판로 개척의 장입니다. 

바이어로는 건설사, 설계사, 협력업체, 유관기관들과 협회·학회 및 정부인사까지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시장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모색합니다. 

참가업체 - 바이어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가업체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기간 중 ‘참가업체-바이어 네트워킹’ 행사가 개최됩니다. 

대한민국 40대 건설사 팀장 및 한국설비설계협회 소속 설계사 임직원이 바이어로 참여하며 참가업체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참가업체의 브랜드 제고와 유통 판로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석 바이어 리스트

Exhibitor Buyer

전문분야

장비류

자재류

위생설비

소방

특수설비

에너지

주요 건설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설비설계협회
소속 설계사

한국설비기술협회

시설관리(병원, 호텔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건설시장 전문화/활성화

유력 바이어 대거 참가

브랜드 가치 상승

매출 증대

GS건설 SK건설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금호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반도건설

서희건설 삼성건설 삼호 삼환기업 서브원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신세계건설 쌍용건설 우미건설

이수건설 제일건설
제일모직 

건축M&E팀
진흥기업 케이씨씨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한라

한신공영 한양 한일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LH공사 SH공사



2018. 
2.22(목) - 2.24(토)

72개 사, 200 부스 9,552 명

지난 전시회 결과보고

전시기간 참가업체 참관객

참가문의 l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사무국

Tel 02-6121-6404  Fax 02-6121-6401  E-mail hvacfair@esgroup.net

참가업체 설문조사

참가목적 전시회 참가 만족도 만족이유

42%
  회사, 브랜드 홍보 

회사, 브랜드 홍보 42%
신규 고객 창출 33%

신제품, 신기술 홍보 12%
기타 13%

93%
   만족

만족 93%
보통, 불만족   7%

63%
  실직적 바이어와의 상담

실직적 바이어와의 상담 63%
신규 거래처 확정 22%

협력업체 등록 10%
기타   5%

참관객 설문조사

직업군 관람목적 구매영향력

77%
  건축/건설, 설계사무소

45%
  구매 결정에 핵심 역할

51%
  회사, 브랜드 홍보

신제품, 신기술 정보를 얻기 위해 51.1%
시장조사를 위해 28.4%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 10.6%
제품 구매를 위해   5.7%
거래 회사의 초청   4.2%

건축, 건설 40.2%
1군 건설사 30.5%
설계사무소   6.1%

연구,교육   6.0%

민간 발주처 5.7%
정부 발주처 5.6%

타업계 종사자 5.5%
기자 0.4%

결정권자 24.1%
결정에 중심적 역할 20.6%

검토 멤버 36.1%
관여하지 않음 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