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산업 & 탄소중립 유망 기업과 함께하는Since 1979

2023. 6. 7. (수) ~ 6. 9. (금) 서울 COEX A홀

환경보전협회가 2023년 6월  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주 최

주 관

후 원
(예정)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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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은 환경산업과 탄소중립분야를 

망라하는 B2B전시회로, 1979년 제1회를 시작으로 중소환경기업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여개 환경기업이 참가하고 4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10여건의 세미나가 동시개최 됩니다. 또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온오프라인 매체에 

380건이 넘는 기사가 게재됩니다.

ENVEX는 환경기업과 구매자를 연결하기 위해 한·중 교류회와 내수 구매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국제인증UFI 획득,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도입 등 참가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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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환경산업기술 분야>

수   질	 	하	·	폐수처리,	정수처리,	축산폐수처리,	하천정화,	멤브레인,	미생물	생장,	먹는물	수질개선,	

펌프	·	밸브,	설계	·	시공

대   기	 유해가스	처리,	배연	탈황	·	탈질처리,	TMS,	대기분야	관련장비,	실내	공기질	개선	제품

자원순환	 산업	폐기물	처리,	자원	재활용,	음식물	처리,	폐기물/재활용	분야	관련	장비

측정분석기기	 배출가스	측정	·	분석,	유해물질	측정	·	분석,	소음	·	진동	측정,	유량측정,	모니터링	시설

친환경상품	 친환경	건축자재,	친환경	전자제품,	실내공기질	관련제품,	친환경	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수변구역 생태복원	 하천	·	호수	정화,	자연생태복원,	토양복원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	플랜트	및	시스템

화   학	 환경	·	정밀	·	바이오	·	나노	화학,	화학첨가제

정책홍보	 	정부	산하기관	홍보관,	지자체	사업성과	홍보,	기후변화	대응홍보관,	물환경	홍보관,	차세대	

기술	개발관

<탄소중립 분야>

탄소포집	 탄소	포집	·	저장	·	전환	·	운송	등	활용기술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수소차	등	완성차,	이차전지/연료전지	제조	및	부품,	폐배터리	재활용

수   소	 수소충전,	수소생산,	수소저장	및	운송,	수소설비	안전관리	등

태양광 및 태양열	 태양광	모듈,	태양광	가로등,	태양광	발전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및	관련제품	·	기술

풍력, 소수력, 지열	 풍력발전	관련기기	및	시스템,	소수력	발전	기술	및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해   양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	온도차	발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제조	설비	및	활용

정책홍보	 지속가능발전,	사회책임	투자	등	기업/기관	정책

40년의 역사, 국내 최대 환경산업 & 탄소중립기술 전문 전시회40년의 역사, 국내 최대 환경산업 & 탄소중립기술 전문 전시회 

ENVEXENVEX가 귀사에 가 귀사에 최적의 마케팅장최적의 마케팅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예정)

Business Meeting
수출상담회

한ㆍ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

공공기관ㆍ지자체	내수	구매상담회

유망기술	기업이전	상담회

Seminar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환경정책	및	신기술	설명회,	

물환경정책포럼,	

탄소중립	세미나	등	10여건

More Events
개막식

녹색산업기술	유공자	표창	수여식

우수	환경시설	산업시찰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ENVEX2023)

기  간	:		2023.	6.	7.(수)	~	6.	9.(금),	3일간	/	10:00~18:00

장  소	:			COEX	A홀

규  모	:			250개	기업,	10,368㎡

주  최	: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협회

주  관	:			환경보전협회

후  원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KOTR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동서발전(주),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사)한국음식물감량기협회,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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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귀사의 바이어를 위한 서비스 

-	참가기업이	관련바이어	초청시	항공권	및	숙박	지원(바이어별	지원내역	상이)

-	참가기업	전담	통역	지원,	통역	지원센터(영	·	중	통역	배치)	운영

-	전시장	투어	및	산업시찰,	해외바이어	라운지	운영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 마련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기업	구매	담당자	등	매년	4만	여명	이상	방문

-		일간지	및	환경전문지	광고,	온라인	기사보도,	SNS	등	다양한	국내	·	외	홍보	추진으로	

바이어	유치	확대

-	2천여명이	참여하는	부대행사	동시개최

	 •	물환경정책포럼	및	전문분야	환경정책	·	기술	세미나,	국내	·	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

Opportunity

Benefit 해외판로 및 내수시장 개척지원

-	1,0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	유치하여	국내	참가기업과	비즈니스	매칭

-	블루오션	시장	개척!	수출상담회

	 •	유망	환경프로젝트	발주처	초청하여	국내환경기업과	1:1상담	주선	

-	중국	최대	환경산업단지와의	만남!	한	·	중	환경기업	기술협력	교류회

	 •	중국	환경산업	특구지역	의흥시	환보과기공업원	관계자	및	환경기업	초청

	 •		국내	10개	환경기업의	기술발표	및	비즈매칭	진행	/	매년	2회(서울,	중국	의흥)	개최

-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필수코스!	공공기관	내수	구매상담회

	 •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련	설비	구매담당자	초청

	 •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	기술	및	제품	구매담당자	초청

	 •	발전사	환경설비팀	등	환경설비	구매담당자	초청

	 •	지역별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	구매담당자	초청

	 •	국내	환경기업과	1:1	품목	매칭	구매상담	주선

-	모든	참가기업	온라인	전시		서비스	무료제공	

	 •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온라인	전시	플랫폼	신규	개발	

	 •	참가기업	국내	·	외	마케팅	서비스	강화로	잠재	바이어	발굴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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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X만의 차별화 전략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인증전시회

- Since1979,	국내에서 가장 오래 개최된 환경기술&탄소저감기술 전문 전시회

- UFI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전시회 인증을 획득한 글로벌 전시회

   * UFI는	1925년	창립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83개국	670개의	전시전문기관이	가입

- ENVEX 재참가 기업 비율 70%, 6회 이상 참가한 기업 비율 35%에 달하는 등 참가기업이 인정한 전시회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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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시회 개최 결과 참가신청 안내

<기본부스>

1부스의	크기는	9㎡(가로3m×세로3m×높이2.4m)로	9㎡의	배수로	신청	가능부스안내

구 분 설 명

기본부스

-	주최사가	해당면적에	조립부스(옆	그림	참조)	설치	및	철거	시행

-			기본부스	포함사항	:	부스	칸막이,	바닥	파이텍스,	부스	당	상호간판,		

부스번호판,	조명	3개(스포트라이트	100w),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안내데스크	및	의자는	부스개수가	아닌	참가기업당	1개

독립부스
-	주최사는	시설물	제공없이	바닥면적만	제공

-	참가기업이	COEX	등록	·	지정된	전시공사업체	선정하여	부스시공

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	·	전시사업부,	Tel.	02-3407-1540~43접수 및 문의처

계좌번호	:	우리은행	097-032594-01-601	(예금주	:	환경보전협회)참가비 납입

-	전시기간	기술발표	세미나	개최	지원(회의실,	장비)	

-	참가기업	홍보지원	서비스

 • 공식	미디어파트너	선정,	사전	및	현장	기사보도	지원(현장의	경우	영상뉴스로	취재)

 • ENVEX뉴스레터,	공식블로그를	통해	참가기업	홍보

-	참가기업	초청	해외바이어에	항공	및	숙박,	통역	지원(바이어	지역에	따라	차등)

-	수출상담회&교류회,	내수	구매상담회	개최	시	참가기회	우선제공

-	우수	중소환경기업	대상	환경부장관	및	환경보전협회장	표창	수여

참가기업 
지원사항

※		전기,	전화,	급ㆍ배수,	압축공기,	인터넷	전용선	등의	부대시설	비용은	별도	/

				참관객	관리시스템(250,000원)은	사전	신청기업에	한해	무료로	제공

구 분 비회원사 회원사 비 고

기본부스 2,500,000원 2,300,000원 ※	부가세	별도
회원사는	환경보전협회	회원으로	

입회비	및	당해	년도	연회비	
납부기업에	한함독립부스 2,200,000원 2,000,000원

참가비 안내
 	(부가세	별도)

조기신청 기업 부스비 5% 할인 혜택, 2022. 12. 26.(월)까지조기신청 기업 부스비 5% 할인 혜택, 2022. 12. 26.(월)까지
     *참가신청 및 계약금(부스비의 50%) 입금 시 *참가신청 및 계약금(부스비의 50%) 입금 시

규   모	:	17개국	267개	기업	598부스(국내	:	223개,	해외	:	44개)

참관객	:	31,291명(국내	:	31,087명	해외	:	204명)

무역상담액	:	3,343억	원

계약 및 추진예정액	:	1,487억	원	

전시 개요 

참관객 업종

제조

무역

유통

정부/공공기관	

비즈니스서비스

금융/투자

대학/연구/교육기관

언론/출판기관

기타

43.6%

6.1%

7.4%

17.6%	

8.8%	

3.0%

6.7%	

2.2%	

4.6%

국내기술	구매

해외기술	구매

시장조사

자료수집

일반관람

기타

41.2%

11.6%

21.3%

16.8%

5.1%

4.0%

참관 목적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참가신청

2022.11월	중	

오픈

계약금 납부

신청	후	2주	이내,	

총	출품료의	50%

부스배정

개별연락

참가기업
설명회

잔금납부

2023.	

4.	28.(금)까지

전시개최

설치	:	2023.	6.	5.(월)	~	6.	6.(화)	

개최	:	2023.	6.	7.(수)	~	6.	9.(금)

철거	:	2023.	6.	9.(금)

부대시설 신청

사용부대시설	신청,

서류	제출

(온라인)

ENVEX	홈페이지(www.ENVEX.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국내외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2022 환경산업 해외 바이어 온라인 화상상담회(상담	273건,	상담액	1,191억	원)

2022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 구매상담회(상담	73건,	상담액	35억원)

2022 물산업 중소기업 구매상담회(상담	102건,	상담액	94억원)

부대행사

‘총 14건의 세미나 개최’

ENVEX	참가기업	기술	발표회	/	2022	환경기업	기술	및	제품	설명회(매칭	데이)

제6회	초순수	기술	세미나	/	제17회	수자원환경기술포럼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물관리	기술

2022년	환경산업정책	세미나	/	환시법	개정안	및	측정대행계약관리제도	설명회

특수	이온교환수지	촉매를	이용한	비소,	유리염소,	철,	우라늄	등의	제거	기술

제4회	실내공기포럼	-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	공기질	관리	및	기술	소개

음식물쓰레기	발생	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처리	방안

해외	환경시장	현황	및	투자설명회

화학사고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적용	세미나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취업설명회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ECOLAB)	설명회

측정대행업	CEO	교육

국가별 참가현황

구분 / 출품기업수 구분 / 출품기업수 구분 / 출품기업수

스페인	 1

아일랜드	 1

오스트리아	 1

이탈리아	 1

폴란드	 1

노르웨이	 2

캐나다	 2

프랑스	 2

뉴질랜드	 1

덴마크	 1

스웨덴	 1

한국	 223

독일	 10

미국	 6

중국	 6

일본	 5

스위스	 3

출품물별 현황

환경기술 78%
(수질,	대기,	측정분석,	기관홍보	등)	

탄소중립기술 
22%
(태양광,	수소,	재활용,	그린뉴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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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국제협력 · 전시사업부

(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8층(성수동2가 281-8)

Tel. 02-3407-1540~43   Fax. 02-3409-8352   E-mail. envex@epa.or.kr

  #환경산업   #탄소중립

  #공무원관람  #ENVEX

  #판로개척   #비즈니스

  #해외수출  #바이어

  #국제인증전시회   #UF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