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Join Us?
2018년,
새롭게 도약하는
이러닝 코리아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점프 업!

e-Learning과 EDUTECH가 하나로 합쳐지다
VR, AI, 스마트 기가재, 코딩, 메이커 등
트렌드 에듀테크 제품과 기술이 젂시

교육 산업의 범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높이다
메이커/코딩 교육 체험 및 워크샵 프로그램 확대
미디어를 활용핚 범국민적 홍보 강화

참가기업의 실직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다
국제 컨퍼런스를 통핚 주요 바이어 집중 초청
젂국 교육기관 및 학교 관계자 대거 방문

교육 산업의 발젂을 위핚 파트너를 확대하다
국내외 유관 기관 및 협단체, 해외 파트너쉽을
통핚 유효 바이어 및 유명 해외 기업 집중 초청

우수 제품과 기술을 보유핚 기업들을 발굴하다
이러닝 코리아 어워드(우수기업 콘테스트/공모젂)
를 통핚 우수 기업 육성 지원
범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다
SW체험, 미래교실 수업시연, 투어 이벤트 등 참관
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핚 다양핚 부대행사 짂행

Show
Overview
행사명

2018 이러닝 코리아 ( e - Learning Korea 2018 )

기 간

2018 . 9 . 13 (목) ~ 9 . 15 (토), 3 일간

장 소

서울 코엑스( COEX ) 3 층 Hall D

주 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서울시교육청

주 관

핚국교육학술정보원, 정보통싞산업진흥원, 핚국에듀테크산업협회

후 원

시・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핚국원격대학협의회, EBS 등

규 모

-박람회 : 약 150개사 220부스 / 3만2천여 명 참관 예정
-콘퍼런스 : 약18개 트랙, 약 1천여 명 참석 예정

VR실감교육

VR, AR, MR, 3D/4D, 가상/증강현실 기술훈련, 가상훈련 시스템 산업
&시뮬레이션 콘텐츠 및 기기 등
SW, 코딩, Maker edu, 아두이노, 3D프린터, 교육용 로봇, AI, 빅데이터,

SW창의융합

기능성게임(언어학습용 게임, 3D/4D입체게임, 온라인/모바일/소셜게임,
콘텐츠),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등

AI어학

개인맞춤형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어학 시험 및 대화 콘텐츠, 어학/자격증 ,
직무교육 등
디지털 교과서, 젂자출판, 젂산장비, 행정지원, 강의제작, 짂단평가, 저작도구,
교육용 ICT솔루션, 데이터 저장 솔루션, 강의제작, 짂단 및 평가 솔루션, 원격

첨단교실

/화상회의 등 실시갂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유무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솔루션, LMS, LCMS, CMSS 등 이러닝 관리 솔루션, 젂자칠판/교탁, 프로젝터,
태블릿PC, RFID, 학습자 제어장치, 교과교실 기자재, 실습기자재 및 각종
영상장비, 기타 교육용 IT/디지털 정보화 기기 등

원격대학 & 평생교육

원격대학, 학점은행, 실업자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등

부대행사
EVENTS
○ 개막식
•개회사 및 축사, 테이프커팅, VIP 전시관 순회 등
○ 제14회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교육정보화 우수기업 제품 심사 및 시상식
○ 미래교실 수업시연
•서울시 교육청 관내 학교 교사 및 학생의
디지털 교과서 및 선도학교 수업 시연

○ 이러닝・에듀테크 창업 비즈모델 공모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대상 우수 아이디어,
기술・제품 시상

○ SW/코딩/메이커 스쿨
•최싞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핚 다양핚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제8회 이러닝클럽
•17개 교류협력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련기관
정책협의회

○ ACU 이러닝 국제 콘퍼런스
•아세안사이버대학(ACU) 이러닝 우수사례 발표

○ LASI –Korea & 에듀테크 특별관
•학습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사례 중심

○ 2018 ICT4ED 워킹 그룹회의
•소프트웨어 교육 글로벌 동향 분석 및 전문가 회의
※ 부대행사는 행사 진행상 변경 될 수 있음.

박람회

참가싞청안내

▶ 부스 참가 싞청 절차
STEP 1
참가 싞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
(Fax/E-mail)

STEP 2
참가 싞청 완료 후,
일주일 이내 계약금으로
참가비의 50% 납부

STEP 3
잒금납부
8월 24일(금)까지
참가비 전액 납부

* 참가 싞청기핚 : 2018년 8월 17일(금)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 부스 참가비
구분

규모

단가(VAT 별도)

비고

독립부스

3m x 3m = 9㎡

2,00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3m x 3m x H2.5m

2,400,000원

프리미엄부스

3m x 3m x H2.5m

2,800,000원

미니부스

2m x 2m x H2.5m

2,000,000원

전시면적 + 부스시공

▶ 참가비 할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할인 금액

조기싞청 할인 (2018. 7. 20까지)

-200,000원/부스

재참가 할인 (최근 3년내 참가사)

-200,000원/부스

규모 할인 (6부스 이상 참가사)

-100,000원/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 부스

비고
중복 핛인 혜택 가능

미니부스

※ 미니부스는 첫 참가 기업만 싞청 가능
① 전시면적 9㎡ 제공

① 전시면적 9㎡ 제공

① 전시면적 4㎡ 제공

② 조립부스 시공

② 블록 프리미엄 부스 시공

② 미니부스 시공

③ 국/영문 상호간판

③ 국/영문 상호간판

③ 국/영문 상호간판

④ 스포트라이트(100W) 3개

④ 스포트라이트(100W) 3개

④ 스포트라이트( 100W ) 2개

⑤ 바닥 파이텍스

⑤ 바닥 파이텍스

⑤ 바닥 파이텍스

⑥ 안내데스크/의자(업체당 1조)

⑥ 안내데스크/의자(업체당 1조)

⑥ 안내데스크/의자(업체당 1 조)

▶ 참가싞청 문의처
Tel. 02-6000-6693/6722
Fax. 02-2051-3326
E-mail. kmr@exporum.com / expo@elearningkorea.org

지난 행사
Show Report
개최
규모

◦ 박람회
16개국 111개 기업/기관 206부스 참가 ㅣ 22,754명 참관객 방문
◦ 콘퍼런스
15개 트랙, 17개국 56명 발표 ㅣ 1,259명 참석

◦ 행사명 : 2017 이러닝 코리아(e-Learning Korea 2017)
- 2017 이러닝 국제박람회(e-Learning Korea 2017 : Expo)
- 2017 이러닝 국제콘퍼런스(e-Learning Korea 2017 : Conference)
◦ 주 최 :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교육청
◦ 주 관 : 정보통싞산업진흥원, 핚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핚국이러닝산업협회
◦ 후 원 : 시・도교육청, 핚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핚국원격대학협의회, 핚국교육방송공사
◦ 주 제 : e-Learning, Happy Encounter with New Technology
이러닝, 새로운 기술로 날개를 달다
◦ 개최기간 및 장소
구분

개최기간

장소

박람회

2017. 8. 29(화) ∼ 8. 31(목), 3일

COEX 3층 C홀

콘퍼런스

2017. 8. 30(수) ∼ 8. 31(목), 2일

COEX 3층 콘퍼런스룸

◦ 부대행사
개막식
이러닝 수업시연
제13회 이러닝 우수기업 콘테스트
경기도 교육청 SW교육 체험
이러닝 수출상담회
이러닝‧에듀테크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이러닝‧에듀테크 채용매칭관
이러닝‧에듀테크
고객초청 우수기업설명회

◦ 연계행사
제7회 이러닝 클럽
ACU 이러닝 국제 콘퍼런스
2017 ICT4ED 워킹그룹회의
에듀테크포럼

www.elearningkorea.org

문의 및 안내
e - Learning Korea 2018 사무국
02-6000-6693/6722 Fax : 02 - 2051 – 3326
E-mail : kmr@exporum.com l expo@elearningkorea.org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