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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회 개요

명    칭 KOPLAS 2019

제25회 국제플라스틱 ․ 고무산업전시회

          25th Korea International Plastics & Rubber Show

            M-KOPLAS 2019 (M:materials)
플라스틱 ․ 고무 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

          Korea Plastics and Rubber Materials & Composite Show           

주    제    플라스틱, 미래의 가치를 더하다! (Plastics, Make Future Valuable!)

목    적 국내외 우수한 플라스틱 ․ 고무원료, 제품 및 관련 가공기기를 전시, 소개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국제교역진흥에 기여코자 함.

전시기간 2019년 3월 12일(화) ~ 3월 16일(토) (5일간)

개장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출품자는 09:00 ~ 17:30)

장    소 KINTEX 제1전시장 3, 4, 5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KOPLAS)

            한국이앤엑스 ․ 메쎄케이(M-KOPLAS)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한국고무학회

전시규모 총 26,487 sqm (26개국 572개사)

전시품목

KOPLAS

· 원재료 및 부재료 · 반제품 및 완제품 · 사출기/압출기 등 가공기계   · 후가공기계

· 금형 및 다이     · 합리화기기      · 부품 및 계기 · 시험 및 측정기기

· 포장 및 인쇄기기 · 출판 및 서비스  

M-KOPLAS

· 바이오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 합성고무       · 3D프린팅 재료        · 첨가제 및 충전제

· 접착제       · 계면활성제  · 도료, 염·안료, 착색제 및 마스터배치

· 기타 관련품목

홈페이지 www.koplas.com / www.mkoplas.com

E-mail koplas@koplas.com

동시개최행사     제24회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 (INTERMOLD KOREA)

    제15회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HARF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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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회 소개 및 특징

1. 국내 및 해외 가공기기 업체 대거 출품 및 친환경 소재 및 다양한 제품전시

□ 초대형, 초정밀 등 다양한 성형기들이 대거 선보임.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절전형 등 사용자 요구를 

위한 맞춤형 가공기기 출품

□ 인간과 친환경을 위한 옥수수, 목재와 같은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소개

□ 자동차, 비행기의 중량 감소 등 특수목적을 위한 경량의 첨단 강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전시

□ 인공피부나 연골, 인공장기 등 다양한 의료분야의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및 부품 소개

□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과 생산속도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정밀한 자동화기기들이 대거 출품

□ 신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각종의 실험기기 및 측정 기기가 다수 동참 

2. 4개의 전시회 합동개최

   총 1,280개사 4,300부스 (76,000sqm)에서 새롭고 다양한 최첨단 기술 정보 제공

3.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3월 13일 ~ 14일

KOPLAS 전시회 기간에 수출유망 주요 국가의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수요업체와 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참가업체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

초청대상 국가 - 러시아(42개사), 터키(25개사), 인도(18개사), 베트남(16개사)

4. 플라스틱 미래전략 컨퍼런스 및 신기술 세미나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신기술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을 선점하는데 필요한 

전략 정보를 제시하는‘2019 플라스틱 미래전략 컨퍼런스’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친환경 고기능 플라스틱, 플라스틱 가공신기술, 3D프린팅 등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술 세미나를 다수 

개최하여 관련산업의 최신 트랜드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5. 출품사 해외바이어 초청지원 프로그램 운영

KOPLAS 및 M-KOPLAS 2019 전시회 기간중 전시회 국제화와 국내제조업체의 수출증대를 위해 참가

업체가 초청하는 해외바이어 체재비를 참가업체당 최대 5명(1인 한도 45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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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관련산업 유력지 기자단 초청

PRA(말레이시아), Plastics Age(일본), Plastics Today(싱가폴), Asia Plastics News(싱가폴), International 

Plastics News for Middle East(중동), Plastics News(미국) 등 해외 유력 플라스틱 ․ 고무관련 전문지의 

기자를 초청하여 KOPLAS 전시회의 Preview / Review 기사를 전문지에 게재함으로써 한국의 플라스틱 

고무 산업의 해외홍보에 힘씀.

7. 산업통상자원부 유망전시회 및 국제인증 전시회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유망전시회 및 국제인증전시회로 선정되고, 세계최고의 전시

인증기관인 국제전시산업협회의 UFI인증을 받아 글로벌 전시회로서의 기틀을 마련함.

8. 바이어,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 제공

(1) 서울역, 용산역, 합정역(서울권) 및 지방 주요공단 무료셔틀버스 운행

① 서울역(20분간격) – 매시 10분, 30분, 50분 출발 (첫차 08:30 / 막차 15:50)

② 용산역(20분간격) – 매시 05분, 25분, 45분 출발 (첫차 08:45 / 막차 16:05)

③ 합정역(15분간격) – 매시 정각, 15분/30분/45분 (첫차 08:15 / 막차 16:00)

④ 지방 – 충남 천안, 대구, 경남 창원, 광주, 부산, 대전 등

(2) 온라인전시회, 참관객 등록시스템 운영

KOPLAS 및 M-KOPLAS 2019는 전시회 참가업체의 광범위한 홍보와 참관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KOPLAS홈페이지(www.koplas.com)를 운영하여 전시회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시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참관객 바코드리더기 시스템을 통하여 부스에 방문한 참

관객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무료통역서비스센터 운영

KOPLAS 및 M-KOPLAS 2019 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입구에 무료통역요원이 상주하여 전시

장에 방문하는 해외바이어 및 국내업체에게 편의를 제공.

(4) 전시회 참가업체 상담예약 서비스 (Match Making System)

참가사와 바이어간의 빠르고 체계적인 상담을 위하여 바이어가 상담하고자 하는 전시참가 업

체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약속시간을 예약하는“전시회 참가업체 상담예약”(Match 

Making System) 서비스 운영.

(5) 쾌적한 전시공간 구성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과 출품업체의 업무편의를 위해 PR Zone, Business Center, Lounge, 

Cafeteria, Food Truck Zon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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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회 통계자료

1. 국가별 출품현황 (제조업체별)

국 가 명 출품업체수 국 가 명 출품업체수 국 가 명 출품업체수

한국

네덜란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미국

베트남

152

9

19

2

63

2

1

33

1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2

12

1

2

13

21

30

4

55

중국

체코

캐나다

태국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134

1

2

1

4

5

1

2

총 26개국  572개사

2. 품목별 출품현황

코드 출품품목 업체수 코드 출품품목 업체수

① 원재료 및 부재료 123 ⑪ 바이오 플라스틱 22

② 반제품 및 완제품 46 ⑫ 열가소성, 열경화성 플라스틱 24

③ 가공기계 124 ⑬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10

④ 후가공기계 42 ⑭ 합성고무 6

⑤ 금형 및 다이 47 ⑮ 3D프린팅 재료 3

⑥ 합리화기기 98 ⑯ 첨가제 및 충전제 36

⑦ 부품 및 계기 65 ⑰ 접착제 5

⑧ 시험 및 측정기기 101 ⑱ 계면활성제 7

⑨ 포장 및 인쇄기기 18 ⑲ 도료, 염/안료, 착색제 및 마스터배치 10

⑩ 출판 및 서비스 18 ⑳ 기타 관련품목 48

3. 일별 참관객 현황

 날 짜 입장객수 비율(%) 날 씨

3월 12일(화)

3월 13일(수)

3월 14일(목)

3월 15일(금)

3월 16일(토)

14,400 명

19,732 명

20,496 명

20,535 명

9,853 명 

16.9%

23.2%

24.1%

24.2%

11.6%

흐림 (-0.3~7℃)

맑음/눈 (-0.4~8℃)

흐림 (-1.7~10 ℃)

흐림/비 (0~11℃)

흐림 (0~9℃)

합 계 85,016명 (해외바이어 2,41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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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회 참관목적 (복수응답포함)

구  분
2017년
비 율(%)

2019년
비 율(%)

기술, 정보수집 54.6% 53.9%

시장조사 15.4% 16.0%

일반관람 17.5% 16.6%

구매상담 7.1% 7.5%

수출입알선 2.5% 3.2%

기타 3.0% 2.8%

합  계 100.0% 100.0%

5. 전시회 참관객 직업현황

직업군
2017년
비 율(%)

2019년
비 율(%)

제조 72.2% 70.7%

무역 7.4% 5.6%

유통 5.9% 5.5%

연구기관 6.0% 6.7%

학생 2.2% 0.5%

일반 1.5% 1.9%

서비스 1.3% 2.0%

언론/출판 0.2% 0.4%

금융/투자 0.3% 1.8%

공공/정부기관 0.4% 0.3%

교육기관 0.5% 0.7%

기타 2.1% 3.9%

합  계 100.0% 100.0%

6. 전시회 참관객 관심품목 (복수응답포함)

관심품목
2017년
비 율(%)

2019년
비 율(%)

원재료/부재료 20.5% 20.9%

사출성형기 13.8% 13.4%

금형/다이 15.2% 14.1%

압출성형기 8.2% 8.0%

자동화기기 9.5% 10.2%

시험/측정기 5.0% 5.3%

포장/인쇄기기 4.3% 4.3%

완제품 6.6% 5.8%

부품/계기 6.0% 4.8%

기타성형기 3.0% 3.4%

후가공기계 1.0% 1.0%

반제품 2.9% 3.6%

브로우성형기 2.7% 2.7%

정보/서비스 0.6% 0.6%

기타 0.8% 2.0%

합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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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회 참관경로

참관경로
2017년
비 율(%)

2019년
비 율(%)

참관경로
2017년
비 율(%)

2019년
비 율(%)

초청장, 일반홍보물 63.7% 63.0% 방송 (TV & Radio) 1.4% 1.7%

일간지, 경제지 2.4% 2.0% 전문지, 잡지 1.7% 2.0%

유관기관, 단체 2.9% 2.9% 제품공급자, 출품사권유 2.7% 3.0%

인터넷, SNS 21.7% 21.2% 옥외광고 (육교현판, 홍보탑, 배너 등) 0.5% 0.5%

스마트폰 문자, 이메일 2.9% 3.7% 합  계 100.0% 100.0%

8. 전시회 연도별 비교

구   분 출 품 국 제 조 사 관 람 인 면  적(sqm) 장   소

 1회(81. 6) 5 39 22,500  1,620 KOEX

 2회(84. 4) 6 37 27,800  1,620 KOEX

 3회(85. 4) 7 45 32,300  1,914 KOSAMI

 4회(86. 4) 7 71 38,500  2,244 KOSAMI

 5회(87. 5) 8 120 45,750  5,445 KOSAMI

 6회(88. 6) 11 132 50,886  7,488 KOEX

 7회(89. 5) 14 244 63,340 12,340 KOEX

 8회(90. 5) 15 203 60,250 10,718 KOEX

 9회(91. 5) 15 190 66,481 12,672 KOEX

10회(92. 5) 13 157 70,661 15,264 KOEX

11회(93. 6) 15 124 29,487 5,760 KOEX

12회(94. 6) 16 157 49,895 12,672 KOEX

13회(96. 6) 16 176 45,088 12,672 KOEX

14회(98. 4) 13 110 26,409 5,184 KOEX

15회(00. 4) 14 161 19,159 7,948 SETEC

16회(02. 4) 16 144 21,495 7,948 SETEC

17회(04. 4) 15 146 15,781 7,948 SETEC

18회(06. 3) 19 231 23,452 14,490 KINTEX

19회(08. 3) 19 336 25,818 18,020 KINTEX

20회(10. 3) 21 314 23,088 18,020 KINTEX

21회(11. 9) 18 240 20,127 10,773 KINTEX

22회(13. 3) 24 303 67,025 15,998 KINTEX

23회(15. 3) 25 427 89,910 21,384 KINTEX

24회(17. 3) 24 485 89,151 21,384 KINTEX

25회(19. 3) 26 572 85,016 26,487 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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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홍보현황

1. 해외전시회 출품 홍보

(1) Chinaplas (중국, 2018년 4월) (2) IPF (일본, 2018년 10월)

(3) Plastic Japan (일본, 2018년 12월) (4) Plast Eurasia (터키, 2018년 12월)

(5) Interplastica (러시아, 2017년 12월)

2. 주요 매체 홍보

(1) TV 홍보 (IPTV 포함, 총 103회)

   KBS, MBC, YTN, MBN

(2) 라디오 홍보 (총 418회)

   MBC-AM((95.9), CBS-AM(98.1), CBS-FM(93.9)

(3) KOPLAS 2019 데일리뉴스(특집판) 제작

(4) 일간지 홍보 및 보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외

(5) 국내 전문지 홍보 및 보도

   월간 플라스틱 월드, 월간 플라스틱스, 플라스틱 코리아, 플라스틱 사이언스, 월간 HANDLER, 

   포장계, 월간포장, 한국종합기술, 첨단 

(6) 해외 전문지 홍보 

   Plasticstoday, Int'l Plastics News for China, Int'l Plastics News for Asia, European Plastics News, 

PRA, Plastics Age, Plastics News, APN, CPRJ, Macplas, PLASTIKS

(7) 인터넷 홍보

   국내 : 에이빙뉴스, GDN 

   해외 : AP, Macplas, PLASTIKS, PRM

3. 유인물 홍보 : 개최안내서, 개최매뉴얼, 포스터, 리플렛, 초청장, VIP 초청장, 카탈로그 등

4. 옥외 광고

(1) 육교 현판 : 서울, 경기 고속도로 주요 교통지역

(2) 홍보탑 : KINTEX IC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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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행사

1. 개막식 행사

1) 일시 : 2019년 3월 12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3홀 입구

3) 개막인사

소  속 직위 성 명

산업통상자원부 실 장 유 정 열

중소기업중앙회 부 회 장 서 승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 장 이 성 일

(주)한국이앤엑스 회 장 김 충 한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한 영 수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박 순 황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회 장 권 영 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명예이사장 김 동 섭

(주)우진플라임 대 표 이 사 김 익 환

(주)동신유압 대 표 이 사 김 병 구

(주)일광폴리머 대 표 이 사 이 은 경

엘에스엠트론(주) 전 무 이 사 구 본 규

재영솔루텍(주) 회 장 김 학 권

화천기계(주) 회 장 권 영 열

두산공작기계(주) 대 표 이 사 김 재 섭

현대위아(주) 전 무 이 사 김 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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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컨퍼런스 및 세미나
1. 플라스틱 미래전략 세미나 [유료]

■ 주    제 :“Future Plastics Change_ 플라스틱이 바꾸는 미래를 만나다.”

■ 일    시 : 2019년 3월 13일(수) ~ 15일(금) 13:30 ~ 17:00, 3일간 개최

■ 장    소 : KINTEX 제1전시장 컨퍼런스룸 213호(2층)

■ 주    최 : 월간 HANDLER (사차원 성형기술 카페), 한국이앤엑스

■ 등 록 비 : 일자별 22만원, 3일권 33만원 (50%할인) (V.A.T. 포함)

“자동차의 미래, 플라스틱 신소재에서 찾다.”
- 미래 자동차를 위한 신소재 개발 동향

일자 /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3.13(수)

컨퍼런스룸
213호

13:30 등 록

13:30~14:10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동향
강사: 김정길 차장
      / 한국바스프㈜ 퍼포먼스 원료 사업부 기술개발팀
문의: chunggil.kim@basf.com

14:10~14:50
PPS(Polyphenylene Sulfide)의 특성 및 적용에 대하여
강사: 김학선 팀장(부장) / 도레이첨단소재㈜
문의: hphile@torayamk.com

14:50~15:30
열경화성 페놀수지 응용
강사: 김연수 수석연구원 / 강남화성㈜
문의: yeonsu@kangnam.co.kr 

15:30~16:10

미래자동차 Trend에 따른 고기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및 
적용 동향
강사: 권영록 차장 / ㈜삼양사 화학연구소 자동차 소재팀
문의: youngrock.kwon@samyang.com

16:10~16:50

뉴 모빌리티를 위한 랑세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솔루션 
강사: 한상훈 이사
      / 랑세스코리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부
문의: Sanghun.Han@lanx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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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기술을 바꾸는 New Technology를 만나다.”
- 최신 성형가공기술 동향

일자 /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3.14(목)

컨퍼런스룸
213호

13:30 등 록

13:30~14:10
자동차 경량소재 적용을 위한 성형 가공 기술 동향
강사: 오미혜 박사 / 자동차부품연구원
문의: mhoh@katech.re.kr

14:10~14:50

다차원 자동 적층 장비 및 RST 방식을 이용한 자동차용 
CFRP 성형 기술
강사: 유재상 선임연구원(공학박사)
      /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문의: jamesyu@kist.re.kr

14:50~15:30
미래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사출금형기술
강사: 이성희 수석연구원(공학박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문의: birdlee@kitech.re.kr

15:30~16:10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3D 프린팅 기술의 현황 및
활용사례
강사: 조성근 이사 / ㈜프로토텍
문의: Joseph_cho@prototech.co.kr

16:10~16:50
섬유를 함유한 사출 성형품의 물성 예측
강사: 구본흥 대표(공학박사) / ㈜VM테크
문의: kbh90@vmtech.co.kr

“성형공장, 새로운 미래 기술과 만나다.”
- 성형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기술현황

일자 /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3.15(금)

컨퍼런스룸
213호

13:30 등 록

13:30~14:10
인더스트리 4.0 실현을 위한 코마우의 비전
강사: ㈜나우테크닉스 / Comau’s engineer team

14:10~14:50
사출성형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강사: 박성균 부장 / 유도썬스㈜
문의: skpark@yudosuns.com

14:50~15:30
사출현장 전용 다관절 로봇‘H5’의 기술과 전개 
강사: 강종원 로봇영업본부장 / 한양로보틱스㈜
문의: jason.kang@hyrobot.com

15:30~16:10
협동로봇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강사: 이용상 본부장 / 유니버설 로봇 코리아
문의: tyi@universal-robots.com

16:10~16:50
LS엠트론 TSP와 CSI 솔루션에 의한 스마트 사출 공장 구축
강사: 김영기 기술 영업 고문 / LS엠트론㈜ 사출시스템 사업부
문의: youngki.kim@lsmtron.com, ykkim20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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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PLAS 신기술 세미나 

일자 /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3.12(화)
~16일(토)

컨퍼런스룸
302호

14:00~15:00

저압 물리 미세 발포 사출기
강사: 박태진 연구소장 (우진플라임 부설연구소)
주관: ㈜우진플라임
문의: 043-540-9300

3.13(수)

컨퍼런스룸
210호

11:00~12:00

플라스틱 폐기물의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강사: Mr. Thomas Konrad
      (Starlinger Co. Gesellschaft m.b.h, Austria)
주관: 대주산업
문의: 031-719-4017

13:00~14:00

컴파운딩 산업에서의 고기능성 수지 Vistamaxx
강사: 정호영 이사 (ExxonMobil Chemical)
주관: ㈜넥스텍케미칼
문의: 032-246-6100

14:30~15:30

3D프린팅과 폴리머의 융합 및 기술동향
강사: 이헌주 전무 (㈜로킷 헬스케어) 
주관: ㈜로킷 헬스케어
문의: 02-867-0182

15:50~16:50

기능성 나노 복합 소재 개발 및 분말 상위에 나노 입자 
형성 (nanoparticles on powder) 공정의 현주소 
강사: 고석근 박사 (㈜아이큐브 글로벌) 
주관: ㈜아이큐브 글로벌
문의: 02-6964-8118

3.13(수)

컨퍼런스룸
211A호

13:00~14:00

효과적인 Intelligent Compounding을 위한
물성 측정과 활용 기법
강사: 김명호 대표이사 (MKE)
주관: MKE
문의: 042-347-5735

14:30~15:30

산업분야의 정전기 제거 및 어플리케이션
강사: 손강영 상무이사 (㈜선재하이테크)
주관: ㈜선재하이테크
문의: 010-5505-7050

15:50~16:50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강사: 조한기 법무이사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주관: 동신국제특허법률사무소
문의: 02-564-6645

3.13(수)

컨퍼런스룸
211B호

13:00~14:00

폴리머 컴파운딩에서 분산제, 윤활제, 표면개선제의 작용원리
강사: 최철호 기술이사 (㈜이루켐)
주관: ㈜이루켐
문의: 031-355-2321

14:30~15:30

연질/경질 PVC의 변색
강사: 진성근 기술고문 (㈜에이맥스)
주관: ㈜에이맥스
문의: 02-57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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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장소 시간 세미나 내용

3.13(수)

컨퍼런스룸
212호

주관 팩티브코리아 / 02-438-0287

12:00~12:40
4차 산업혁명의 Cloeren사 스마트 압출 다이
강사: John Charmers / VP (Cloeren Inc.)

12:40~13:20
스마트 4차 산업에서의 더 진보한 압출프로세스에서의
압력 콘트롤
강사: Butch Woodcock / VP (PSI-Polymer Systems, Inc.)

13:20~14:00
환경 친화 요구 상황에서의 표면 다인 관리에 관한 Enercon
강사: Shuster, Rick / Director (Enercon Industries Corp.)

14:00~14:40
4차산업 정전기 관리와 이물 제거에 관한 스마트 팩토리
강사: Christian Trimborn
      / Director (Hildebrand Technology)

14:40~15:20
작업자를 위한 압출프로세스에서의 REX Heating System
강사: Ken Van Nimwegen
      / Director (Rex Materials, Inc.)

15:20~16:00
American Kuhne 압출 시스템의 공장자동화
강사: : Bob Deitrick / Director (American Kuhne)

16:00~16:40
Helios 자동 슬리팅 시스템
강사: Attilio Cavagna / President (Elio Cavagna)

3.14(목)

컨퍼런스룸
209B호

14:00~16:00

원료 검색 엔진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해외 잠재 고객 
창출 프로세스
강사: 최정순 과장 (유엘코리아)
주관: 유엘코리아
문의: 02-2009-9143

3.14(목)

컨퍼런스룸
210A호

13:00~14:00

자동차 부품용 다기능성 TPE(Thermoplastic Elastomer)
강사: 오희석 대표이사 (㈜영폴리머)
주관: ㈜영폴리머
문의: 070-8675-5421

14:30~15:30

머크 기능성 안료를 활용한 효율적인 레이저 마킹
강사: Oliver Robert Piening 글로벌 마케팅 이사
      (머크 기능성 사업부)
주관: 머크 퍼포먼스 머티리얼즈㈜
문의: 02-2185-4549

16:00~17:00

플라스틱 물성시험 - 인장 및 굽힘 시험, 샤르피 충격 시험, 
아이조드 시험, MI 측정법
강사: 이희민 부장 (엠티엠코퍼레이션㈜)
주관: 엠티엠코퍼레이션㈜
문의: 031-776-0930

3.14(목)

컨퍼런스룸
210B호

13:00~14:00

플라즈마 표면처리 기술을 활용한 최신 산업 동향
강사: 이창훈 대표 (에이이티피)
주관: 에이이티피
문의: 070-4773-2120

14:30~15:30

플라스틱 소재 연구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솔루션
(열 분석, 수분 분석)
강사: 나하선 과장, 김인영 대리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
주관: 메틀러 토레도 코리아
문의: 1588-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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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제 플라스틱⋅고무산업전시회

14                                                              플라스틱, 미래의 가치를 더하다!

8 KOPLAS ․ M-KOPLAS 2021 참가안내

명   칭 KOPLAS 2021 
         제26회 국제플라스틱 ․ 고무산업전시회

26th Korea International Plastics & Rubber Show

M-KOPLAS 2021 (M:materials)
플라스틱 ․ 고무 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
Korea Plastics and Rubber Materials & Composite Show   

전시기간 2021년 3월 중

개장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KINTEX 제1전시장 3, 4, 5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후원(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한국고무학회

출품품목

KOPLAS

· 원재료 및 부재료 · 반제품 및 완제품 · 사출기/압출기 등 가공기계   · 후가공기계

· 금형 및 다이     · 합리화기기      · 부품 및 계기 · 시험 및 측정기기

· 포장 및 인쇄기기 · 출판 및 서비스  

M-KOPLAS

· 바이오 플라스틱       · 열가소성 플라스틱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 합성고무       · 3D프린팅 재료        · 첨가제 및 충전제

· 접착제       · 계면활성제  · 도료, 염·안료, 착색제 및 마스터배치

· 기타 관련품목

전시규모 총 26,487 sqm 

홈페이지 www.koplas.com / www.mkoplas.com   E-mail   koplas@koplas.com

출품신청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단, 전시장 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 소정의 출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신청 시 계약금(총출품료의1/2)과 함께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고, 잔금은 2020년 12월까지 납입하여 주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출품신청 및 문의처
한국이앤엑스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001호 (우편번호: 06164)
전 화 : (02)551-0102   Fax : (02)551-0103

홈페이지 : www.koplas.com  E-mail : koplas@koplas.com






	KOPLAS 2019_결과보고서_1
	KOPLAS 2019_결과보고서_2
	KOPLAS 2019_결과보고서_국문
	KOPLAS 2019_결과보고서_3
	KOPLAS 2019_결과보고서_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