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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뿌리산업주간

2018. 10. 23(화) – 25(목)    5홀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은 우리나라 소재부품·뿌리기술 중소중견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축제의 장입니다. 

산업종사자들이 모이는 자리로 업계 ‘MUST HAVE’ 행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 현주소와 미래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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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사개요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국내 소재부품·뿌리산업 
관할 기관

+ =

대한민국 대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

전시규모의 확대
200부스

산학연 교류의 場 
정부·기관·기업 

부대행사의 다양화
기술상담·투자상담

6개 기관 합작 프로젝트

  전시회, 기술상담,
  수출상담, 투자상담,  
시상식,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국내 대기업,  해외 글로벌 
기업, 정부기관,  
연구기관 등

  제조산업 종사자에 
우수 제품 및 기술 홍보  

종합기술지원 및  
국가산업기술 R&D 등

국내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기술정보 교류의 장  

부품을 이루는 소재,
완제품을 이루는 부품,
이를 위한 뿌리기술까지 
제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표행사  

국내외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형성

전문 포럼·컨퍼런스를 
통한 기술 교류

산업연계성으로  
높이는 시너지

전시
소재·부품, 뿌리산업 중견/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 전시
’18년 : 200개社  전시부스 참가 예정

해외바이어 
수출상담

KOTRA를 통한 해외진성바이어 유치 및 수출상담(GP KOREA)
’17년 : 47개社초청, 상담건수 437건(상담액 6.97억달러), MOU 6건(5,367만 달러) 

투자상담
벤처캐피탈 – 수요기업 1:1 투자상담
’17년 : 26개社 벤처캐피탈 심사역 초빙

기술상담
기술적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상담 지원
뿌리산업기술커넥트 1:1 상담, 소재부품 관련 출연(연) 1:1 기술상담 

시상식/
컨퍼런스

소재부품 및 뿌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식
소재부품미래전망포럼, 뿌리산업 및 M&A 컨퍼런스 등 개최

행사특징 

행사구성

WHY EXHIBIT?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최대 전시컨벤션센터 를 만나는 순간 귀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에서 그 기회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에서는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를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1:1 기술상담 컨퍼런스
기술적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상담을 

진행 하여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17년 주요분야 : 자동화, 스마트솔루션, 에너지효율화,

필름형3D터치, MOF 흡착제, 고분자 소재 등)

소재·부품, 뿌리산업 관련 미래 동향 및 
주요기술에 대한 포럼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제의 산업 동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17년 주요분야: 국제M&A시장 및 4차산업혁명 연관 소재부품 동향 등)

1:1 수출상담회  
GP KOREA(Global Partnering)

1:1 투자상담

국내 소재부품, 뿌리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전세계 86개국 127개의 해외무역관을 담당하는 KOTRA가

직접 해외 유력바이어들을 초청합니다.
’17년 : 47개社초청, 상담건수 437건(상담액 6.97억달러),  

MOU 6건(5,367만 달러)

벤처 캐피탈수요기업 1:1 투자상담을 진행하여 기업별 
투자유치가능성을 진단하고 개선필요사항을 점검합니다.

(’17년 기준 : 26개社 벤처캐피탈 심사역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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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행사 주요 결과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소재부품 및 뿌리산업
 중소·중견기업들의

 신규 거래선 및
 유통 채널 발굴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

삼성, LG, SK, 현대, 기아 등
대한민국 제조산업을 이끄는
국내 주요 대기업 및 소재부품
관련 연구원, 정부기관들의 참관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관련 기관들의 참관

4차산업혁명 관련 소재부품
미래 기술 동향 제시, 
뿌리기술 트렌드 미리보기

 

소재부품, 뿌리기술
산업 트렌드 제시

행사 주요 참관사

과반수 이상 제조업 종사자 

제조업

57.4%

제조업 57.4%

건설업 13.2%

무역업 7.7%

대학/연구/교육 5.8%

유통업 5.7%

기타 10.2%

참관객 업종별 현황

72 
해외 바이어 

상담건수 555건, 7억달러
MOU 15건, 5,398만 달러

개社 초청

행사실적(2017)

명11,747
참관객



참가신청 안내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할인내역 대상 할인금액

조기할인 1차마감(~5.31) 기간 내 신청업체
2차마감(~6.30) 기간 내 신청업체

10%/부스당
100,000원/부스당

부품·소재·뿌리  
우수 기업할인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뿌리기술전문기업 인증
관련 정부포상/수상
관련 정부기관 과제수행기업
INNOBIZ 등 관련 인증 기업

100,000원/부스당

규모할인 6부스 이상 참가업체
6~8부스(1부스 할인)
9~11부스(2부스 할인)

12부스 이상(3부스 할인)

* 중복할인은 최대 30%까지 가능    * 기타 할인은 사무국 문의

2018 소재부품-뿌리산업주간 운영사무국
(103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Tel. 031-995-8739     Fax. 031-995-8088     E-mail. kmcw_ppuri@kintex.com 

CONTACT www.emcpw.kr

1차  조기 신청  ~ 5.31
2차  조기 신청  ~ 6.30

참가신청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계약금(50%) 납부

1달 이내 잔금(50%) 납부

참가비 납부

잔금 및 부대시설비
 ~  9.25

기타비용 납부

참가신청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 1218-01-000203 킨텍스

납입계좌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3m x 3m)

KINTEX 협력업체 중에서 직접 선발 및 시공
2부스 이상 신청시에만 가능

2,200,000원

조립부스
기본 측면 및 후벽면
국/영문 상호간판,

스포트라이트(100W) 5개
부스바닥 파이텍스, 220V 소켓 2구(1KW)
안내데스크, 의자, 휴지통 각 1개 

2,500,000원

(VAT별도) 

프리미엄 부스
블럭형게이트

기본 측면 및 후벽면, LED 간판
스포트라이트(100W) 3개,

부스바닥 파이텍스, 220V 소켓 2구(1KW), 
안내데스크, 의자, 휴지통 각 1개  

3,000,000원
*부스 장치 디자인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유형별 참가비

참가비 할인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