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개요
(CONEX KOREA 2021)
전시회명
(국문)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 (CONEX KOREA 2021)
(영문)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Equipment Exhibition 2021
(약칭) CONEX KOREA 2021
회차 : 제 11회

(개최주기: 3년/’96, ’98, ’00, ’02, ’05, ’07, ’10, ’12, ’14, ’17)

기간 : 2021. 11. 10(수)~13(토)
장소 : 킨텍스 1전시장

(2~3홀 및 옥외전시장)

전시규모 : 21,574㎡ (옥내 15,876㎡, 옥외 5,698㎡)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후원기관 : 국토교통부

ㅇ

협찬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광업협회,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
협의회, 사단법인 기중기협의회,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
사단법인 천공〮항타항발기협의회,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전시품목
토공, 도로, 인양 등 건설기계 및 물류기계 분야 완성차, 어태치먼트 및 부품

ㅇ
ㅇ
ㅇ

특별행사, 특별관 운영
온라인전시관 동시 운영(‘21.6월 중 오픈)
스마트 건설기계 특별관, 밸류체인 특별관
광물소재 특별관, 상용특장차관

ㅇ
ㅇ
ㅇ
ㅇ
ㅇ

연관행사
개막식, 건설기계인 날(정부포상)
경품이벤트, VIP 라운지 운영 및 키트 제공(국내 실수요가 대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온/오프라인)
해외 시장 동향 설명회, 건설기계 기술․학술 세미나
완성차․어태치먼트 야외 시연회

ㅇ
ㅇ

「건설인프라산업대전」 합동 개최
도로교통박람회/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주관: 한국도로협회, 킨텍스)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주관: 한국콘크리트협동조합연합회, 킨텍스)

첨부1

건설인프라산업대전(합동전시) 개요

▣ 추진배경

ㅇ 인프라건설의 전후방 핵심 산업간 연대를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모색
ㅇ 건설인프라산업간 연계 수요 개발로 마켓플레이스 확장
ㅇ 통합 면적 사용으로 전시 면적의 대형화 추진
▣ 추진(안)

ㅇ 공동브랜드(건설인프라산업대전)활용, 홍보 시너지 창출, 참관객 공유 등
건설인프라산업대전
[KINTEX 제1전시장 2~4홀, 옥외전시장]

▸한국국제건설기계전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
▸도로교통박람회
▸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

▣ 동시개최 전시회 개요 : 통합면적 40,000㎡
전시회명

주최/주관기관

규모(㎡)

전시기간(‘21)

한국국제건설기계전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22,000

11.10(수)~13(토)

아시아콘크리트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

7,938

11.10(수)~12(금)

엑스포

도로교통박람회

조합연합회, 킨텍스

경기도, 킨텍스

건설기계 완성차, 부품,
광물소재,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설비,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 등
도로 및 교통안전 시설,

한국도로협회, 킨텍스
10,611

경기도교통안전박람회

전시품목

11.10(수)~12(금)

장비, 재료, 공법,
교통신호/안전표지,
도로안전시설 관련 제품 등

첨부 2

제10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2017) 개최 결과

▣ 전시회명 : 제10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CONEX KOREA 2017)
▣ 개최기간 : 2017. 5. 24~27
▣ 개최장소 : KINTEX 1~2홀 및 옥외전시장
▣ 면

적 : 27,019㎡ (옥내 21,384㎡, 옥외 5,635㎡)

▣ 참가업체 : 19개국 205개사 (국내 142개사, 해외 63개사)
▣ 참 관 객 : 23,728명 (국내 22,323명, 해외 1,405명)
【 참가현황 】
○ 품목별 참가현황

○ 국가별 참가현황

【 참관현황 】
○ 해외참관객 대륙별 참관현황

○ 업종별 참관현황

첨부 3

제11회 한국국제건설기계전(2021) 주요 전시품 및 출품업체

총 120개사 참가 확정(2021.8.30. 기준)
품목

참가업체명

굴착기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호룡, 이스쿠스

휠로더, 스키드스티어로더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지게차

현대건설기계, 오엠코리아, 삼성로지피아

콘크리트펌프

전진건설로봇, 현대에버다임

항타 및 항발기

썬워드코리아

모바일크레인

수산중공업, 팔핑거, 마에다크레인

크라샤

광산기공, 삼영플랜트

천공기, 락툴

수산중공업, 현대에버다임, 로비트코리아

유압어태치먼트
틸트로테이터

대모엔지니어링, 대동이엔지, 수산중공업, JSC, 남양테크, 이화,
은우이엔씨, 우성산업개발, 유립중공업 등
현대에버다임, 제이케이, 엥콘코리아, 스틸위스트,
틸트프로, 대한중공업, 녹스

타이어

넥센

엔진

펜타코리아

GPS, 측량, 레벨기

트림블, 라이카지오시스템

광물소재

대성MDI, 충무화학, 태영이엠씨, 태경비케이
한울에이치앤피이, 제트에프코리아, 이튼인더스트리즈, 훌루
테크, 모트롤, 건화, 코멕스전자, 컴시스, 하이드로훼스트, 오톡
스, 에이치테크, 테하메카트로닉스, 한텍, 코트랙, 성원ENG,

각종부품

동아이엔씨, 신한국오일레스, 요소컴, 대성씨스텍, 엔씨에
이치코리아, 아원, 어텍, 한미케이블, 신영, 오거토크코리아,
카모스테크, 경우시스테크, 스마크라인, 지구조각가, 다쏘시
스템, 에스제이파츠, 동우정공, 대진에이치에스, 제일유압,
태평양정기, 요소컴, 스팔오토모티브, 아크로스, 화인탑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