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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supporting the industry
회 사 소 개

K.Fairs Ltd.는 전문 산업전시회를 기획 및 주최 함으로써 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회사명 : 케이훼어스㈜ ◯ 대표자 : 홍 성 권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601호 ◯ 설립일 : 1994년 9월

◯업 종 : 전시회, 이벤트 주최 및 운영 ◯ 사 업 : 전시회〮컨벤션 기획, 주최, 운영 및 컨설팅

전시회

컨벤션 컨설팅

전시회 기획

업 무 분 야

www.kfairs.com

전시회 기획 국내〮해외 참가기업 유치

국내〮해외 바이어 유치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부대행사 기획 및 운영

전시장 기획 및 운영 현장 조성 및 운영 사후 관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세계를품에안은,

성공비즈니스로의힘찬도약 -

K.Fairs는 대한민국 MICE· 전시 컨벤션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1994년 9월 설립하여 지난 30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전시산업과 함께 성장한 전시 기획사 입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가 실질적인 기업 이익 창출과 우리 기술력 수출의 솔루션임을 알고 세계 최대의 전시 주최사인 Reed Exhibition과

합작으로 Reed K.Fairs Exhibitions를 설립하고 E.J Krause 등 해외 전시 주최사와 협업하여 전세계 400여 전시회에

국내기업의 진출을 선도하는 국내 전시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대표하는 전시 주최자 입니다.

주 요 연 혁

1994     K.Fairs Ltd. 창립
Reed Exhibitions와 Partnership 체결

1996     E.J. Krause & Associates Inc와 Partnership 체결
EXPO COMM WIRELESS KOREA 개최

2000     EXPO COMM KOREA, SMT/PCB & NEPCON 등 국내 6개 전시회 개최

2005 KORMARINE 외 국내 12개 전시회 개최

2009     WORD IT SHOW 외 국내 12개 전시회 개최
해외 100여개 전시회 참가

2017     HOME〮TABLE DECO FAIR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등 국내 15개 전시회 개최

2018     공예트렌드 페어, 지방정부일자리정책 박람회, 해양안전장비전 등
AIR FAIR – 미세먼지 및 공기산업 박람회 등 국내 19개 전시회 개최

2021     국제 바이오 제약 전시회(Inbiopharm) 런칭

수 상 경 력

1999 정보통신부 장관상

2002     산업자원부 장관상

2003     부산시 표창

2005     부산시 표창

2007 부산시 표창

2009     부산시 표창

2010     석탑산업훈장



We Create Value

EXHIBITION LIST



www.kormarine.com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2023년 10월 24일(화) ~ 27일(금), 4일간

BEXCO Exhibition Center 1, 2 (38,000 m2)

45개국 15개 국가관 835개사 2,000부스

관람객 약 40,000여명(해외 80개국 1,500명)

추진력 보조 장치, 전기공학/ 전자, 해양정보통신 기술 & 디지털화, 해상 서비스, 

해양연료/천연가스/대체연료, 원동기, 추진장치, 선구 및 장비, 선박운영 장비, 

조선/조선소 산업, 탱크 터미널 스토리지, 선박 등

KORMARINE CONFERENCE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해외 국가관별 환영만찬

1980년에 첫 회를 시작으로조선기자재분야에서조선, 해양플랜트, 오일가스 분야에 걸쳐 40여개국 800여업체가

참여하고, 80여개국 40,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고 있는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

수상이력 제1회 대한민국전시대상 수상

대한민국브랜드 전시회 선정

UFI 국제공인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제 전시회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

KORMARINE

개최 주기 : 격년



www.spoex.com

All in One SPOEX! 이 모든 스포츠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국내 대표 스포츠 레저산업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2022년 2월 17일(목) ~ 20일(일), 4일간

COEX 1층~3층, Hall A, B, C (23,562m2)

180개사 1,079부스

관람객 약 30,000여명

헬스/피트니스, 스포츠용품, 아웃도어/캠핑, 캠핑카/카라반, 수중/수상스포츠, 자전거/익스트림, 

운동장 체육시설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관

화상수출상담회

VR 스포츠(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하도스포츠) 

월드 헤리티지 자전거 특별관

스포엑스배 내추럴 피트니스 챔피온십

하이브리드 스포츠산업 잡페어

프로스포츠선수 초청 행사 인플루언서 초청

행사 아프리카 TV 방송 수중〮영상 사진전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Seoul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 Industry Show

개최 주기 : 매년



www.worlditshow.co.kr

Innovation for tomorrow! 차세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대한민국 최대 규모 ICT 종합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4월 20일(수) ~ 22일(금), 3일간

COEX 1, 3층 Hall A, C(20,716m2)

18개국 402개사 1,028부스

관람객 약 50,000여명(해외 30개국 500명)

Untact Technology , AI, IoT & ICT 융합서비스, 디지털트윈 & 메타버스

스마트디바이스, 사이버보안 & 블록체인

글로벌 ICT인사이트 컨퍼런스

대한민국 ImpaCT-ech 대상

WIS 혁신상

ICT 미래인재포럼, ICT기술사업화페스티벌

월드 IT 쇼
World IT Show

개최 주기 : 매년

글로벌 ICT 빅바이어 수출상담회

WIS 신제품/신기술 발표회



www.hometabledeco.com

기 간

장 소

규 모

관 람 객

품 목

동시개최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와 감각적인 브랜드를 한 곳에서 소개하는프리미엄 홈스타일링 전시회

홈·•테이블데코페어

HOME·TABLE DECO FAIR 

개최 주기 : 매년 (서울 부산 2개의 지역에서 매년 개최)

99,027명(해외 524명)

Total Living  가구 홈스타일링 인테리어 컨설팅 시공상담 디스플레이

Home Deco & Art Living 조명 인테리어 소재 인테리어 소품 갤러리 가드닝

Kitchen & Tableware  주방가구 주방용품 테이블웨어 테이블 데코레이션

Lifestyle & Anniversary  플라워 시즌 데코레이션 선물용품 여행상품 반려동물용품

Home Appliances  가전 홈엔터테인먼트 주방가전 미니가전

디자인살롱 서울 컨퍼런스, 마이크리스마스페어

더 메종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 부산 홈·테이블데코페어

2022년 6월 22일(수)~25일(토) 2022년 12월 1일(목)~4일(일) 2022년 6월 30일(목)~7월 3일(일)

COEX Hall D COEX Hall A, C3,4 BEXCO Hall 3

220개사 400부스 452개사 927부스 226개사 470부스



www.intercharmkorea.com

PERFECT PLATFORM TO MAXIMIZE IMPORT-EXPORT OPPORTUNITIES 

화장품과 관련 산업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뷰티 전문 B2B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2022년 9월 21일(수) ~ 23일(금), 3일간

COEX 3층 Hall C (10,348m2)

17개국 300개사 500부스

관람객 12,900여명 (온라인 프로그램 참가 해외 48개국)

화장품 완제품(스킨, 바디, 메이크업, 디퓨져, 향수), 패키징, OEM, ODM, 원부자재,

헤어&네일살롱 제품, 기기 및 악세사리, 메디컬뷰티&코스메슈티컬, 

살롱&스파 제품 및 기기, 홈케어&퍼스널케어 제품, 미용기자재, 할랄 등

올어바웃댓뷰티 세미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뷰티 라이브커머스 대전

인터참코리아

InterCHARM Korea 

개최 주기 : 매년



www.electrickorea.org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됨에 따라전기전력 에너지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필환경 에너지 전환산업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5월 18일(수) ~ 20일(금), 3일간

COEX 3층 Hall C(10,348m2)

18개국 412개사 620부스

관람객 약 37,840여명(해외 1,866명)

전기전력 설비관, 발전 플랜트 산업관, 스마트그리드 산업관, LED 조명 산업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전기전력산업 컨퍼런스 및 세미나

신제품(NEP) 공공구매 상담회

전기전력산업 채용박람회

국제 에너지 신산업 및 ESS 전시회

국제전기전력 전시회

Electric Power Tech Korea

개최 주기 : 매년



www.in-cosmetics.com/korea

국내유일의 퍼스널케어원료 전문전시회
글로벌 업계 트렌드를 한 곳에서 선보이고 다이나믹한 한국 화장품 시장에서 퍼스널 케어 원료 커뮤니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즈니스 및 네트워킹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2022년 7월 13일(수) ~ 15일(금), 3일간

COEX 3층 Hall C (10,348m2)

175개사 430부스

관람객 약 2,279명

화장품 원자재 및 원료 제조업체, 원자재 및 원료 유통업체,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테스팅 및 리서치, 프레그런스 하우스

웨비나

이노베이션존

K-Beauty 인스퍼레이션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In-cosmetics korea

개최 주기 : 매년

마케팅 트렌드 및 규제세미나

테크니컬 세미나

포뮬레이션 랩



www.aiotkorea.or.kr

지능형 사물인터넷, 삶과 미래를 잇다!! 지능형 IoT시장의 활성화 및 제조, 의료, 에너지 등 타산업과의 융합!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10월 19일(수) ~ 21일(금), 3일간

COEX 1층 Hall B,(8,010m2)

10개국 154개사 360부스

관람객 약 18,000명

AIoT 서비스 및 제품, 디바이스 및 플랫폼 제품 솔루션

AI 솔루션, 유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부품, 보안솔루션

AIoT국제 컨퍼런스 AIoT 제품〮솔루션 발표회 OCEAN Summit

IoT Showcase            IoT 보안인증제도 설명회 AIoT수요 공급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AIoT Week Korea(IoT 진흥주간)

AIoT 국제전시회

AIoT Korea Exhibition

개최 주기 : 매년



www.koreaoceanexpo.com

해양안전장비전과중소조선 및 워크보트산업전을 동시 개최하여 300여 업체가 참가하고 20,0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해양특화 전시회이자 인천지역 최초의 UFI(세계전시연맹)인증 국제공인 전시회입니다.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6월 22일(수) ~ 24일(금), 3일간

Songdo ConvensiA Hall 1, 2, 3 (12,600 m2)

200개사 500부스

관람객 10,160명(해경 2,968, 일반 7,192명)

해양 안전〮레저, 해양환경방제, 항해〮통신장비, 항공 〮드론, 특수장비, 인명구조장비, 

워크보트, 조선소, 선박엔진 및 부품, 선박용품, 친환경 선박설비, 조선기자재 등

해경함정컨퍼런스

KORMARINE CONFERENCE

해양 〮안전장비전, 중소조선 및 워크보트 산업전

국제해양〮안전대전

KOREA OCEAN EXPO

개최 주기 : 격년



www.electronickorea.com

한국 전자 제조 산업과 20년간 함께 성장해온 전자제조관련분야에서수준높은국제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4월 13일(수) ~ 15일(금), 3일간

COEX 3층 Hall C(10,348m2)

300개사 600부스

관람객 14,000명

SMT/PCB 생산기자재, 모바일 제조 솔루션, 자동차 전장 생산 기자재, 레이저 및 레이저 응용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인쇄전자 소재, 소자 및 전자재료 기능성 필름 생산/가공 기자재, 

제조로봇 및 물류로봇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자재, 광학 측정 및 시험 분석 장비

스마트 팩토리 최신 기술 동향 및 정책 세미나

자율협력주행 최신 기술 동향 및 정책 세미나

반도체융합부품 실장 기술 세미나

전자부품 소재 기술 세미나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한국전자제조산업전

ELECTRONICS MANUFACTURING KOREA

개최 주기 : 매년

전자실장기술 표준 세미나

광학용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 세미나

2022 KAMP 춘계 심포지움

참가업체 기술 세미나



www.automotiveworld.kr

자동차 부품/가공 기술을 비롯하여, 경량화 부품/기술, 자동차 전자 제품, EV/HV/FCV, 자율주행 등의 첨단 자동차 기술까지

자동차를 구성하는 모든 제품/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동차 제조 전문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4월 13일(수) ~ 15일(금), 3일간

COEX 3층 Hall C(10,348m2)

300개사 600부스

관람객 14,000명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컨트롤 시스템, 차량용 반도체 및 전자 제조 부품,

ECU 제조 기자재 및 검사 측정 기자재, 센서 모듈 및 카메라 모듈, 

친환경 자동차 구동 및 인 휠 모터 시스템, 이차전지 및 관련 기술, 

충전 기술 및 배터리 교환 기술, 경량화 소재/재료, 경량화 성형 · 가공 기술 및 가공 장비,

경량 부품 및 모듈

전자 및 전기차 분야 유망소재기술 설명회

참가업체 세미나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

AUTOMOTIVE WORLD KOREA

개최 주기 : 매년



www.airfair.or.kr

그린뉴딜! 필 환경! 대기환경 및 공기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윤리소비를 선도하는 전시회

기 간

장 소

규 모

품 목

부대행사

동시개최

2022년 12월 15일(목) ~ 17일(일), 4일간

COEX 3층 Hall C(5,164m2)

8개국 117개사 308부스

관람객 20,119명(해외 228명)

가전, 측정 및 계측, 환기/공조 및 냉/난방, 친환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 제거 시스템, 

탄소 제로 시스템, 미세먼지 관리용품, 방역 용품 및 기자재등

한국공기청정 연차 심포지움

세계 공기의날 포럼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AIR FAIR AWARDS

실내 공기질 개선 체험관

다양한 경품 이벤트

AIR FAIR –공기산업 박람회

AIR FAIR - AIR INDUSTRY FAIR

개최 주기 : 매년



www. inbiopharmexpo.com

바이오•제약 B2B 전문전시회 [InBioPharm]이 뉴노멀 시대새롭고 효과적인 바이오•제약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합니다.

기 간

장 소

품 목

부대행사

2022년 11월 30일(수) ~ 12월 2일(금), 3일간

송도컨벤시아

생명공학, 바이오분석, 진단,바이오, 제약 관련 AI 및 디지털 신기술, 지적재산권, 법률, 

재무 서비스, 원료의약품, 화장품,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 신약 개발 관련 서비스, 

의료기기 및 제약장비,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및 기관

•바이오 인천 글로벌 컨퍼런스( Big C 2022 )

- 인천광역시 주최 2016~, 700명의 바이오제약 전문가
- 4개 세션, 20명 발제자, 30여편의 연구결과 발표

• 글로벌 의약품 수출입 상담회 (GBPP)

- KOTRA 주최 2017~ , 아시아, 남미 등 26개국 50개사 참가
- 국내기업 45개사 참가, 50개사 바이어 참가 384건 상담, 상담 액 40,852만 달러

국제바이오ㆍ제약전시회

InBioPharm Exhibition

개최 주기 : 매년

• 인허가 세미나ㆍ정책 설명회

• 국내외 기업 채용설명회 및 상담외

• 국제 바이오 제약 파트너링



OVERSEAS EXHIBITION LIST

IT, SECURITY, ICT

ㅣ 일본 도쿄 추계 IT 전시회 Japan IT Week

ㅣ 일본 오사카 IT 전시회 Japan IT Week Osaka

ㅣ 일본 도쿄 춘계 IT 전시회 Japan IT Week Spring 

SAFETY, PROTECTION

ㅣ 라스베가스 보안기기 전시회 ISC West

ㅣ 프랑스 보안전시회 Expoprotection

ㅣ 뉴욕 보안기기 전시회 ISC EAST

ㅣ 멕시코 보안전시회 Expo Seguridad Mexico

MACHINERY & TOOLING, HARDWARES

ㅣ 일본 도쿄 기계부품 전시회
Mechanical Components & Materials
Technology Expo Tokyo

ㅣ 베트남 하노이 전자제조 전시회 Vietnam Manufacturing Expo

ㅣ 베트남 기계전시회 METALEX Vietnam 

ㅣ 라스베가스 내셔널 하드웨어 전시회 National Hardware Show

ENVIRONMENT, ENERGY, ELECTRIC POWER

ㅣ 프랑스 리옹 국제 환경 전시회 POLLUTEC

ㅣ 이탈리아 에너지, 수처리, 냉난방공조 전시회MCE Mostra Convegno Expocomfort

ㅣ 프랑스 원자력 전시회 World Nuclear Exhibition

ㅣ 유럽 스마트 에너지 산업전 Enlit EUROPE

ㅣ 파워젠 아시아 POWER GEN ASIA(Enlit Asia)

ㅣ 일본 도쿄 에너지 전시회 World Smart Energy Week 

ㅣ 아부다비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World Future Energy Summit

ㅣ 호주 멜버른 신재생에너지박람회 All Energy Australia

ELECTRONICS & ELECTRICAL ENGINEERING

ㅣ 태국 전자 제조 전시회 NEPCON Thailand

ㅣ 중국 상하이 전자 제조 전시회 NEPCON China 

ㅣ 중국 심천 전자 제조 전시회 NEPCON ASIA

ㅣ 베트남 전자 제조 전시회 NEPCON Vietnam

이외, 30개국 43개 산업 분야 500개 전문 전시회 주관

JEWELLERY, FASHION, KIDS

ㅣ 미국 라스베가스 보석 박람회 JCK Las Vegas 

ㅣ 일본 추계 패션 월드 도쿄 FASHION WORLD TOKYO Autumn

ㅣ 일본 춘계 패션 월드 도쿄 FASHION WORLD TOKYO Spring

ㅣ 인도네시아 출산, 육아, 유아용품 전시회 Indonesia Maternity, Baby & Kids Expo

SPORTS, MEDICAL

ㅣ 미국 올랜도 골프 전시회 PGA Merchandise Show 

ㅣ 독일 쾰른 스포츠, 의료기기, 미용전시회 FIBO 

ㅣ 중국 상해 스포츠 전시회 FIBO CHINA 

ㅣ 미국 마이애미 스포츠 전시회 FIBO USA 
ㅣ 터키 이스탄불 의료기기 전시회 Expomed Eurasia 



K.Fairs Global Partners

SAFI-ma France

CLARION ENERGY (Italy)

Honor Mice Group

KDM International Srl Italy

J3L EUROPE France

POLCHARM Poland

Asia

Ace Forum

APIAC(Air Purifier Industry Alliance of China)

CIEC(China Int’l Exhibition Center) 

EJK(E.J.KRAUSE & ASSOCIATES)

ETR Agency Russia

Guangzhou Baisheng Exhibition Service

Guangzhou Huamao Exhibition 

Hallmark

Europe

Middle East

Shabtay Levy Global Consulting

Reed Exhibitions ISG Asia

Reed Exhibitions ISG France

Reed Exhibitions ISG Germany

Reed Exhibitions ISG India

Reed Exhibitions ISG Italy

Reed Exhibitions ISG Japan

Reed Exhibitions ISG Turkey

Reed Exhibitions ISG UK

Reed Exhibitions ISG USA

Reed Exhibitions Africa

Reed Exhibitions Australia

Reed Exhibitions Brasil

Reed Exhibitions China

Reed Exhibitions Deutschland

Reed Exhibitions France

Reed Exhibitions Germany

Reed Exhibitions India

Reed Exhibitions Indonesia

Reed Exhibitions Intaly

Reed Exhibitions Japan

Reed Exhibitions Korea

Reed Exhibitions Mexico

Reed Exhibitions Middle East

Reed Exhibitions Russia

Reed Exhibitions Singapore

Reed Exhibitions UK

Reed Exhibitions USA

Honor Mice Group

IEBC

Shanghai H&Y Exhibition Service

Shanghai PINEN Exhibition

Shanghai Tuocheng Exhibition

Shenzhen Leaders Convention & Exhibition

Shenzhen Wangyin Exhibition Service

TAIROA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K.Fairs

Main Clients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문화협회
KOREAN PRINTERS ASSOCIATION

(사)한국포장협회



Your Gateway to Business Success!

A-1601, Tera Tower 201, Songpa-daero, Songpa-gu, Seoul, Korea   TEL: 02-555-7153   FAX: 02-881-5444    E-MAIL: info@kfairs.com

www.kfai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