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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MT, PCB, 반도체 패키징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 전시회에 귀사를 참가업체로 모십니다.

세계 SMT(표면실장기술) 장비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4억9327만 달러에서 2026년까지 
약 7억2890만 달러에 육박하여, 연평균성장률 6.1%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끊임 없는 글로벌 전자 제조 및 자동차전장 제조 산업 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SMT 장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SMT 장비 시장의 기업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뿐 아닌 
전세계의 전자 제조 시장을 견인할 대표적인 기업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 전시회는 단순 전자 부품 조립, 장착의 공정을 넘어, 전자 제조 관련 
응용분야 및 반도체 패키징과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합하여 제조 솔루션의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유일의 SMT 및 PCB 관련 전문 전시회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

경기 이남 및 전국에서의 탁월한 접근성, 원활한 교통, 편리한 주차를 겸비한
수원컨벤션센터에서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부담 없는 방문이 가능합니다.

탁월한 접근성 원활한 교통 편리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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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 / Smart SMT&PCB Assembly 2023

SSPA 2023

2023년 4월 5일(수)-7일(금)

수원컨벤션센터

150개사, 관람객 8,000명 (예상)



한국마이크로전자
패키징학회 학술대회

스마트 SMT&PCB 
컨퍼런스

반도체 전자 
패키징 세미나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부대행사

관람객 프로필

참가업체 전시 품목

1. Chip mounter
2. Printing machine
3. Reflow oven
4. Dispenser
5. Inspection machine
6. Marking machine
7. Cleaning systems

1. �Insertion machine
2. �Soldering machine 

(wave/selective)
3. Assembly robots
4. Test equipment

1. �Semiconductor 
packaging materials & 
parts

2. �Assembly & test 
equipment

1. Automated warehouse
2. �Material control systems
3. Storage control systems
4. Industrial robots 

1. MES
2. Quality control systems
3. IoT/RMS
4. EMI/EMC solutions

SMT Insertion & 
Assembly

Semiconductor 
Packaging

Logistics Systems 
& Robots

Manufacturing 
Solutions

+ 전자기기 제조사 및 협력사

+ 자동차 제조사 및 전장부품 제조사

+ 반도체 제조사 및 후공정사 (OSAT)

+ IT/모바일/통신장비 제조사

+ 배터리 제조사 및 협력사

+ 의료기기 제조사

+ 컴퓨터, 네트워크 제조사

+ 방산/항공 관련사

+ 기타 전자제조 관련사



2022년도 전시회 결과

·  JCET STATS ChipPAC 

※ 전시회 기간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286,294명



관람객 분석

참가업체 분석



참가 문의처  I  Contact

㈜제이엑스포 
T. +82 (0)2 6285 9131  

E.  joey.shin@jexpo.or.kr, yjpark@jexpo.or.kr

전시회 참가 신청 절차

부스 타입 및 참가비 안내

참가계약서 작성
(양식 사무국 문의)

참가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참가계약금(50%) 납입
(계약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참가비 잔금 납입
(2023년 3월 10일)

- 신청마감: 2023년 2월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독립 부스 기본 부스 프리미엄 부스

· �전시 면적만 제공
· 260,000원/sqm
· 최소 신청 단위 = 2부스
· 1부스 = 9 sqm

· 베이직 조립 타입 부스
· 기본 패키지 포함 (조명, 가구 등)
· 310,000원/sqm
· 최소 신청 단위 = 1부스
· 1부스 = 9 sqm

· �프리미엄 블럭 타입 부스
· �프리미엄 패키지 포함 (조명, 가구 등)
· �400,000원/sqm
· �최소 신청 단위 = 2부스
· �1부스 = 9 sq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