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PLAS 보도자료 #1 플라스틱 고무 산업 대표 전시회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유일 플라스틱 고무산업 전시회 KOPLAS 2021
한국 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K-Mtech) 및 K-PRINT 2021(인쇄, 레이블, 디지털 프린팅, 패
키징, 텍스타일) 전시회와 동시개최!!
올해로 26회를 맞는 KOPLAS 2021은 소재 및 복합재료 품목에 주목하여 새롭게 개최하는
소재 전문 전시회인 “한국소재 및 복합재료 전시회” K-Mtech 2021과 8월 25일(수)부터 28
일(토)까지 4일간 동시개최된다. 또한 국내 인쇄 패키징 대표 전시회인 K-PRINT 2021(인쇄,
레이블, 디지털 프린팅, 패키징, 텍스타일)전시회(2021년 8월 26일(목)~28일(토))와 함께 총
22,580㎡의 규모로 동시 개최한다. KOPLAS 2021은 플라스틱 소재뿐만 아니라 금속, 나노,
세라믹 및 복합재료산업 간의 상호 교류 및 플라스틱 연관산업(인쇄, 패키징 등)전시회의 동
시개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위한 마케팅의 장을
열어갈 것이며, 참관객에게는 대한민국의 플라스틱 고무 산업과 소재 및 복합재료 산업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KOPLAS 보도자료 #2 학술세미나 보도자료
제26회 국제플라스틱･고무산업 전시회 (KOPLAS 2021)
8월 25일부터 고양시 KINTEX에서 열려...
국내 유일의 플라스틱 고무산업 전시회 KOPLAS가 한국소재 및 복합재료전(K-Mtech)과 함
께 고양시 KINTEX 제2전시장에서 8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동시 개최된다.
플라스틱산업은 최근 미래 자동차산업 및 친환경(탄소 중립) 트렌드와 더불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KOPLAS 2021에서는 8월 26일(목) ~ 27일(금), 양일간 미래 자동차산
업과 탄소 중립 관련하여 “미래 세계를 위한 최첨단 플라스틱 소재 연구개발 동향”을 주제
로 ‘첨단 플라스틱 신소재 연구개발 동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외에 8월 25일(수)부
터 27일(금)까지 3일간 PLA TECH CON.(Plastics Technology Conference)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플라스틱 고무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을 소개하며, 그린플라스틱연합에서 “국내 친
환경 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적용 현황”을 주제로 친환경 소재 및 제품개발사례를 제시한
다. 또한 (사)한국고무학회에서 “탄소 중립 탄성 소재 신기술 동향”을 주제로 ‘제1회 탄성
소재 신기술 심포지엄’을 8월 26일(목)에 진행하여 고무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참가가
예상된다. 상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OPLAS 2021 사무국
(T.02-551-0102)에 문의나 홈페이지(www.koplas.com)를 이용하면 된다.상세한 사항은 전
시회 실무주최 측인 한국이앤엑스 KOPLAS 2021 사무국(T.02-551-0102)에 문의나 홈페이
지(www.koplas.com)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