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대프로그램
01 엑셀러레이터 전문가 피칭
· 세계적 엑셀러레이터 기관인 TiE, SAUNA 등 글로벌 비즈니스 및 마케팅 지원에 특화된
전문가를 초청, 각 기관별 소개 및 마케팅지원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의 시간 마련
· 사전 신청을 통한 1:1 미팅 진행으로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제 13회 WTA대전

하이테크페어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02 하이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 청년창업가, 스타트업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 참가대상 : 창업동아리, 청년사업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 TiE CON, SXSW 인터렉티브, TechCrunch Disrupt SF, Slush 등 세계적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관계자 심사위원 위촉 운영 등 세계대회 진출을 위한 기회 마련

03 대륙별 진출전략 세미나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각 대륙별 특징과 주의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 세미나
· KOTRA, WTA회원도시, 초청바이어 등 대륙별 전문가와 실무자를 연사로 초청하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미나 진행
· 업종별, 기술별 그룹 토의 프로그램 운영

7. 참가 혜택
· 참가부스 대상 하이테크페어 ‘수출상담회’에 참가 가능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관련 분야의 바이어와 매칭)
※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 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
· ‘중소기업 상담부스’에서 경영 컨설팅, 금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 관련 상담 가능
· ‘대륙별 진출 전략 세미나’참여 기회 우선 제공

8. 신청 절차 및 방법
01

02

03

04

전시참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계약금
납부

각종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http://htf.wtanet.org

접수 후 7일 이내

심사 후 7일 이내
부스비 50%

각종 부대시설
이용신청 포함
10. 31. 마감

05

잔금
납부

06

전시회
개최
11. 29. ~ 11. 30.

1차 : 09. 12. 마감
2차 : 09. 30. 마감

문의처_ 제13회 WTA 대전 하이테크페어 및 비즈니스 컨퍼런스 전시 사무국

T 042. 384-1592

E exhibition@wtanet.org

2016. 11. 29. [화] - 12. 01. [목]
대전컨벤션센터

혁신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13th WTA DAEJEON Hi-Tech Fair & Business Conference

Innovativ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행사안내

3. 전시배치도(안)

WTA 대전 하이테크페어 및 비지니스 컨퍼런스는

1층 전시홀

WTA회원 간 첨단기술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의 장을 제공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주제 아래 WTA 회원들과 국내 외 첨단기술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며,

WTA 주제관

1층 로비

출
입
구

국제적인 기술박람회 입니다. 올해 열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강소기업관
WTA 회원관

이외에도 다양한 부대프로그램들을 통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 문화산업전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할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과 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산학협력관
캡스톤 디자인

출
입
구

*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및 창업아이디어 전시
중소기업 민원상담

사회와 경제발전에 더불어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뜻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수출상담회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핵심 개념
ㅣ기

간 ㅣ 2016.

11. 29.(화) ~ 11. 30.(수) / 2일간 (10 : 00 ~18 : 00)

ㅣ장

소 ㅣ 대전컨벤션센터(DCC)

ㅣ주

제 ㅣ 지속가능한

* 12.1. : 포스트 투어 진행

* 상기 구성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및 대전광역시 일원

4. 전시구성 및 참가대상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 (Innovative Technolo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ㅣ주최/주관 ㅣ

전시구성

ㅣ공동주관 ㅣ

WTA회원관

WTA회원도시 및 소재 기업

전시홀

기본부스A, 독립부스

강소기업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하이테크 기업

전시홀

기본부스A, 독립부스

산학협력관

산학협력협의체 참여 대학의 가족기업

전시홀 로비

기본부스B, 독립부스

2. 프로그램
구분

전시장소

선택가능한 부스타입

5. 참가 비용 및 부스 안내
11. 29.(화)

ㆍ개회식 및 테이프 커팅
오전

참가대상

ㆍ기술전시, 중소기업 상담부스
ㆍ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아이디어 옥션마켓

11. 30.(수)

12. 01.(목)

ㆍ기술전시, 중소기업 상담부스
ㆍ수출상담회
ㆍ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아이디어 옥션마켓

구분

WTA 회원 (40%할인)

비회원 연속참가 (30%할인)

일반

기본부스

부스당 66만원

부스당 77만원

부스당 110만원

독립부스

부스당 46만원

부스당 54만원

부스당 77만원

※ 전시부스의 위치는 부스 신청순서,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주최 측에서 임의 결정함

ㆍ엑셀러레이터 전문가 피칭

※ 기본 제공사항 이외에 추가사항 (ex. 부스 내 이미지 출력, 전기 추가, 비품 추가 등) 은 참가 기업이 개별 부담

포스트

오후

ㆍ기술전시, 중소기업 상담부스

ㆍ기술전시, 중소기업 상담부스

ㆍ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아이디어 옥션마켓

ㆍ수출상담회

ㆍ하이테크 아이디어 경진대회

ㆍ캡스톤디자인 및 창업아이디어 옥션마켓
ㆍ대륙별 진출 전략 세미나
ㆍ유관기관 프로그램

저 녁 ㆍ웰컴 리셉션
* 프로그램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환송 만찬

투어

TYPE

A

크기
3m(W) x 3m(D) x 2.5m(H)

TYPE

B

크기
3m(W) x 1m(D) x 2.5m(H)

구조
옥타늄

구조
옥타늄

제공사항
상호간판, 바닥파이텍스,
전기 1kw(콘센트), 기본 조명
인포메이션 데스크 1,
상담테이블 1, 의자 3

제공사항
상호간판, 바닥파이텍스,
전기 1kw(콘센트), 기본 조명
인포메이션 데스크 1,
상담테이블 1, 의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