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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조선선해해해양양양산산업업업의의의 새새새로로로운운운 변변화화화 속속속에 
성성성장장장의의의 기기기회회회를를 통통통한한 영영영속속속산산산업업업의의 장장, SGE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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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선해양 시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분야와 
운항적 측면의 스마트선박 기술 분야로 급속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조선해양 산업은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을 
위한 융합체계 구축 등 경쟁국 대비 기술적 초격차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여 영속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주최로 산업 생태계 간 매치 메이킹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 기회 제공과 산업 지속화의 장 마련을 위해 오는 2022. 12. 5 (월) ~ 7 (수), 3일 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2 스마트그린에너지조선해양산업전’을 개최합니다.

조선해양 분야 벨류체인 상의 생태계가 융합하여 미래기술 습득을 위한 컨퍼런스, 국내외 
생태계간 비즈니스 미팅의 장에 참석하시어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명       칭 :

기       간 :

장       소 :

규       모 :

주최기관 :

 

주관기관 :

공동주관 :

(국) 2022 스마트 그린 에너지 조선해양 산업전 
(영) Smart & Green Energy Maritime Korea 2022
(약) SGEM KOREA 2022

2022년 12월 5일(월)-7일(수)

창원컨벤션센터 CECO

10개국, 100개사, 300부스

   

     

                     

행사 개요

전시 품목

친환경 조선해양 선박 
및 관련 기자재 

LNG추진선박 / 
벙커링 및 관련 기자재

스마트 / 
자율운항 선박 및 관련 기자재

해상풍력 발전

기타 관련 품목

주요 행사

전시
Exhibition

컨퍼런스
Conference

비지니스 미팅
Business Meeting

조선소교류회
파트너링 상담회
수출상담회

그린 리더스 서밋
Green Leader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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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 1

조선해양산업 상생발전 교류회

조선해양 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위한 글로벌 교류회를 동시 개최합니다

2019년도부터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Big 3 조선소, 기자재조합 및 연구기관들이 
조선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선해양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 5회째를 맞이하여 조선해양산업 상생발전 교류회는 본 ‘스마트 그린에너지  
조선해양 산업전＇과의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각국 대사관들과 협력 하에 
교류 범위의  글로벌화 및 교류 대상의 레벨 업그레이드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논의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글로벌 교류회로 거듭납니다. 

-  Big 3 조선소의 설계 4개 파트 및 구매 담당자 50여명이 총출동하여 중소 조선 및 기자재 
기업 50개사와 기술 애로 해결, 구매 상담, 파트너링 등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각국 주한 대사관과의 협력 하에 해외 기업이 참가하여 글로벌 교류회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최합니다.

▶ 조선소 교류회  Shipyard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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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경남도 및 기초단체장, 빅3 조선소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글로벌 기업  등 국내외 정 재계의 고위급 관계자들을 초청, High-Level G2G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창출되는 그린에너지 
관련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그린 조선해양 리더스 서밋을 
개최합니다.

   KEY POINT 2

그린 조선해양 리더스 서밋
Green Maritime Leaders Summit

개최목적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대상

각국 정부, 대기업, 금융 등 VIP 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한
주요 협력 의제 검토 및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반 마련

2022. 12. 5(월), 11:00 ~ 17:00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 내 교류회 행사장

산업부 장관, 경남도지사, 조선협회장, 대형 조선 3사 대표, 해운협회장,
선사대표, 기자재 조합 이사장, 주요 기관장, 금융단체장, 
주요 조선국 주한대사 및 각국 글로벌 기업 대표



조선해양 무역관(8개) 협의회를 활용한 기존신규 바이어 발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유도를 
위하여 사전 회의 (화상) 부터 현장 상담, 맞춤형 후속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컨설팅 지원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 됩니다.

사전 화상상담 (1) 아시아    

사전 화상상담 (2) 유럽    

현장 수출상담회

  ◦ 기        간 : ’22.9월
  ◦ 주관/협업 : KOTRA 경남지원단/조선해양 해외무역관(아세안)*
     -  아세안 조선해양 진출 협업길드: 싱가포르 총괄, 쿠알라룸푸르수라바야마닐라 협업구조로 공동사업개최, 주요 발주처 및 프로젝트 

동향 정보 공유

  ◦ 참 가 규 모 : (국내) 조선해양분야 10개사, (해외) 바이어 10개사

  ◦ 기        간 : ’22.10월
  ◦ 주관/협업 : KOTRA 경남지원단/조선해양 해외무역관(유럽)*
     -  유럽 조선산업 진출 협업길드 : 아테네 총괄, 밀라노,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협업구조로 조선산업 관련 사업 공동계획 및 성과공유
  ◦ 참 가 규 모 : (국내) 조선해양분야 10개사, (해외) 바이어 10개사

  ◦ 기        간 : ’22.12.7(수) / 전시장 내 상담장 
  ◦ 주관/협업 : KOTRA 경남지원단/조선해양 해외무역관
  ◦ 참 가 규 모 :   (해외) 바이어 10개국 5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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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POINT 3

비지니스 미팅
Busines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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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Conference

조선해양 부분 스마트 & 그린에너지 관련 기술의 변화와 시장 전망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동시 개최합니다.

컨퍼런스 문의
테스인터내셔널
T . 02-2088-8849    F. 02-6008-6695
E. conference@maritimekorea.org

conference.maritimekorea.org

개요 Conference Overview    

발표자 모집 Call For Papers

2022년 12월5일(월)-6(화), 2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 3층 컨벤션홀
국내외 1천여명 참석

컨퍼런스는 총 15개 세션이 구성될 예정이며, 일부 세션에 한하여 발표기회를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여 발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수) 마감 9월 30일(금) 온라인접수
(홈페이지 참고)

기간 :

장소 :

규모 :

발표접수마감일 심사결과발표 접수방법



• ICT & Smart Yard 
•  LNG Bunkering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LNG Cargo Tank/LNG Carrier 
• LNG Equipment 
• LNG Fuel System(FGSS) 
• LNG Fueled Engine 
• LNG Fueled Ship 

• LNG Liquefaction System 
• LNG Market 
• LNG System Operator 
• Measurement & Instrument 
• Next Energy 
• Rotating Machinery 
• Smart Technology

< 컨퍼런스 주제 >

09



전시회 참가 안내
Exhibition

 신청 마감 : 2022.11.4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조기신청 할인 : 2022.8.31 까지 계약 시 1부스당 50만원 할인

참가계약서 작성
(양식 사무국 문의)

참가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참가계약금
(50%) 납입
(계약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참가비 잔금 납입
(2022.11.4까지)

전시 참가 신청 및 문의
㈜제이엑스포 (전시회 운영사무국)
T . 02-6285-9131   F.  02-6285-9137   E. info@maritimekorea.org
www.maritimekorea.org

부스 타입 및 참가비 안내

KRW 1,350,000원 /1부스
(8.31까지 신청 시 85만원)

독립부스
Raw Space

3m 3m

전시 면적만 제공
(시공사 섭외 필수)

KRW 1,700,000원 /1부스
(8.31까지 신청 시 120만원)

기본부스
Shell Scheme

전시 면적, 카페트, 조립식 부스, 상호간판, 인포
데스크(1), 접이식의자(1), 스폿라이트(3), 2구 
소켓(1). 전력 1kW, 휴지통(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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