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장소/규모

주최/주관

주요행사

전시분야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지열등

신재생에너지제품및관련사업

냉난방기기, 가전, LED 등
고효율제품, 산업, 

건물, 수송등
분야별제품및기술

지자체에너지정책및
지원사업, 

지자체비즈니스상담존

전력, 수력, 신재생등
에너지공공기관
지원및투자사업

탄소중립특별관
스마트조명특별관
녹색건축특별관

디지털포레스트(영상체험관)

비즈니스상담장, 중앙무대
(라이브커머스, 에너지퀴즈등), 

세미나장(2~3층), 이벤트존
(스탬프투어, SNS 이벤트등)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지자체관

탄소중립엑스포탄소중립특별관

대기업관 중앙무대비즈니스상담존

디지털 포레스트 휴게존

공공에너지관

2021 대한민국에너지대전들여다보기



전시회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진행

언론사특별 방송
(10.13)

온라인연계프로그램

이진우기자(삼프로TV)&발칙한 경제와
함께하는라이브방송

(10.14)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경제관점에서 바라보는
에너지 관련 라이브 토크쇼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술관점의
신재생에너지 바로알기 온라인 토크쇼

에너지바로알기 e-온택트토크쇼
(10.15)

네이버 라이브쇼핑과 연계하여
실시간 쇼핑을 통해

참가기업 제품 라이브커머스 진행

라이브커머스(N쇼핑라이브)
(10.13~14)

현장 리포터와 함께하는 참가기업 부스 소개,
기업 담당자 인터뷰, 에너지 관련 퀴즈 등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는 라이브 탐방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참관객투어및체험프로그램

영상으로체험하는
탄소중립, 디지털포레스트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의 모습을

탄소중립 실현으로 보여주는 디지털 영상존

단체관람객
도슨트투어

전문 가이드가 동행하여
에너지대전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단체 관람객을 위한 도슨트 투어

신재생에너지를찾아
지구를돌려주세요

모을수록득이되는
스탬프투어

사전에 지정된 10개 부스를 방문하고
테마별 전시관 및 신기술 체험 후

총 10개의 스탬프를 모으면 경품 획득

에너지대전 참가 기업의 인증샷과
신재생에너지를 찾아
개인 SNS 업로드 후

룰렛을 돌려 에너지 관련 경품 증정



참관객 대상 현장 이벤트로
에너지 및 기업 관련 퀴즈 진행

참관객경품추첨이벤트
‘그린뉴딜에너지퀴즈쇼’

참관객사전등록이벤트
(~09.30)

내가 직접뽑는
베스트참가기업 Awards

에너지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참관 신청 시 커피 교환권 증정

참관객이 직접 투표하여
최고의 부스를 선정하는 우수참가기업 시상식

참여형이벤트

‘쏠라맨과 펑펑마녀’ 캐릭터가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참관객 대상

사진촬영 및 돌발 이벤트로 경품 증정

쏠라맨과펑펑마녀
코스튬이벤트

SNS 사전/현장인증이벤트
(~10.15)

- 전시회 개최 전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포스터를 개인 SNS에 공유하여 소문내기

- 현장 전시회 참가 인증샷을 개인 SNS 올리기



비즈니스행사

주한대사관및
참가기업주최세미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산업과
기술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주한대사관 및 참가기업 주최 세미나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상담회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연계한
온라인 비대면 수출상담회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참가기업신제품발표회
(10.14)

전시장 중앙무대에서 중소기업의
신제품·기술을 선보이고, 

바이어 및 언론 홍보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

지자체와함께하는
네트워킹상담회

민·관·기업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투어 및 상담회



주요부대행사스케줄

시 간 10월 13일(수) 10월 14일(목) 10월 15일(금)

10:00 ~ 10:30

개막식
기업홍보 (영상송출) 기업홍보 (영상송출)

10:30 ~ 11:00

11:00 ~ 11:30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무대중계)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무대중계)11:30 ~ 12:00 MOU세레모니

12:00 ~ 12:30
Break Time기업홍보 (영상송출)

12:30 ~ 13:00

13:00 ~ 13:30 솔라리그시상식및
우수사례발표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유튜브중계)

이진우기자(삼프로TV) & 
발칙한경제와

함께하는라이브방송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유튜브중계)

에너지바로알기
e-온택트토크쇼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유튜브중계)

13:30 ~ 14:00

14:00 ~ 14:30 기업홍보 (영상송출)

참가기업신제품발표회
참가기업
라이브탐방

(무대중계)14:30 ~ 15:00
라이브커머스Ⅰ

(N쇼핑라이브)15:00 ~ 15:30 기업홍보 (영상 송출) 기업홍보 (영상송출)

15:30 ~ 16:00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세미나

라이브커머스Ⅱ
(N쇼핑라이브)

내가직접뽑는베스트
참가기업Awards

16:00 ~ 16:30 그린뉴딜에너지퀴즈쇼Ⅲ

16:30 ~ 17:00 그린뉴딜에너지퀴즈쇼Ⅰ 그린뉴딜에너지퀴즈쇼Ⅱ 해외사례영상송출

◈상시운영(10.13(수)∼15(금),10:00∼17:00)

참가기업찾아가는라이브탐방,쏠라맨과펑펑마녀코스튬이벤트,모을수록득이되는스탬프투어,기업홍보(영상송출),신재생에너지를찾아지구를돌려주세요.

※상기스케줄은사전고지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