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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제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
The 9th Int' I Advanced Materials & Convergence Technology Expo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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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4차 산업에 필수적인 R&D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 산업을 좌우하는 중요한 Key point이며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을 발표하는 Engineering LAB/Industry Conference&Show는 2020/2021 연구·산업분야의 트렌드와

R&D 분야의 핵심인 Engineering LAB 이야말로 미래 산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신제품을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공학자들이 다양한 학문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미래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계·정밀기계·금속·재료·신소재·공업화학·고분자·섬유·건설·토목·에너지·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이번 2021 Engineering LAB/Industry Conference&Show에서는 최근 핫이슈가 되고있는 인공지능·빅데이터·자율주행·스텔스 재료·나노 기술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신기술·신제품을 소개하는 Conference&Show입니다.

그리고 첨단소재 등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아카데미숏코스, Live LAB 등 다양한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시관 구성

기계·정밀기계 공학

금속·세라믹재료 공학

고속5축머시닝센터, CNC3차원측정기, CNC선반, CNC머시닝센터,CNC레이저

고진공박막제조장치, VSM 진동시료형 자력계, MR 시스템, Pulsed Laser

가공기, 와이어방전가공기, 샤르피충격시험기, 경도시험기, 인장시험기, 이온밀

Deposition, 박막실험기, 압전계수측정기, 변위측정기, 유전율측정기, 열처리로

- 토목·에너지·환경공학 연구·산업기술관

링기, 비틀림시험기, 트러스실험장비, 처짐거동장비, 소성거동장비, 열전도도측

크리프시험기, 피로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비커스경도기, 전기로, 소결로, 고주

-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공학 연구·산업기술관

정장비, 3D프린터, 유체역학실험장비, 스팀터빈실험장비, 자동성형기, 자동연마

파로, 열중량분석기, 열확산도측정기, 열기계분석기,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비표

- 인공지능·빅데이터·공학 연구·산업기술관

기외

면적·기공분포측정기, 접촉각측정기 외

신소재·나노 공학

토목·에너지·환경공학

•규 모 : 150개사 350 부스

Ion Nitroding, ARC Ion Plating, 염수분무시험기, 부식시험장치, TEM 시편용

안전동위원소질량분석기, 고분해능다검출유도플라즈마질량분석기, 열이온화질

•주 최 : INTRA 2021 추진위원회

이온연마기, SEM 시편용 전해연마기PPMS, 전자빔증착장치, PEO공정시스템,

량분석기, 동위원소측정기, 초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슈림프분석기, 광여

•주 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협회, (주)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코팅기, 제타전위측정기, 고분해능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마이크로엑

기루미네선스장치, 파장분산형 X-선형광분석기, GC-MASS, 오존발생장치, 가스

스레이, 광전자현미경, 전계방출형 에너지투과전자현미경, 극저온탐침시스템, 자

분석기, 총탄화수소분석기, 수은분석기, 암석분쇄기 외

- 기계·정밀과학 연구·산업기술관
- 금속·세라믹·재료공학 연구·산업기술관
- 신소재·나노공학 연구·산업기술관

- 실험실 안전공학 연구·산업기술관
•기 간 : 2021년 11월 17일(수) ~ 19일(금) / 3일간
•장 소 : 코엑스 D홀

(사)한국분체공업기술협회, 한국복합재료협회, 신소재경제신문,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On and Off Line 입체적 홍보, 마케팅 서비스

기특성측정장치 외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공학

공업화학·섬유·고분자 공학

CV&PIV 측정시스템, 태양전지 전류/전압측정기, 초광대역 디지털 포스퍼 오실

투과전자현미경, 전계방사주사전자현미경, 전계방사형전자현미경, 3차원디지

전시회 참가사들의 전시회 출품 제품 홍보를 위하여 전시장 내 세미나 룸을 제공하며,

로스코프, 광스펙트럼분석기, 연전 지벡계수 측정기, 미소전극장치, E-Beam 증

털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전자분광분석계, 주사탐침현미경, 핵자기공명 GC/

발표된 세미나 내용은 On & Off Line 매체를 통하여 전국의 연구기관에 홍보하여 드립니다.

발기, 스펙트럼분석기, 디지털포스퍼오실로스코프, 펄스생성기, 신호발생장비,

MASS, HPLC, IC, GPC, DSC, FT-IR, UV/VIS DSC/TGA, ICP, ICP-MASS, AAS,

또한, 참가업체의 해외 네트워크 및 수출 상담 제고를 위하여 주최 측에서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수출 상담회을 지원합니다.

초광대역 튜너시스템, 스펙트럼 분석기, 벡터신호변환기, LED측정장비, 통신신

비표면적분석장치, 시차, 에너지공정실험장치, 초임계공정장치, 환경촉매실험장

호분석기, 신호발생기, 백본스위치, 제네라이터, 임베디드 시험장비, 논리 분석

치, 미세유체 및 코팅고정실험장치, 페인트 연구실험장비, 고무/플라스틱 연구실

기, 표면프로파일러, 고속네트워크분석시스템, 신경생리검사 시스템, 다채널전기

험장비, 접착제 연구실험장비, 코팅제 연구실험장비, 필름 연구실험장비, 복합재

화학분석시스템, 유기발광다이오드 특성곡선 측정 시스템, 임의 파형 발생기, 벡

료 연구실험장비, 탄소섬유 연구실험장비, 화학섬유 연구실험장비, 흑연섬유/아

터신포분석기, 지터분석기, RF벡터분석기, 데이터타이밍발생기, 가스분출시스

크릴섬유 연구실험장비, 그래핀 연구실험장비, 유기화합물 연구실험장비, 석유화

템, TDR분석시스템, 정밀반도체 분석장비, 샘플링오실로스코프, 광양자수율측정

학 연구실험장비 외

장치, 전기화학분석기, KNL멀티노드하이브리드병렬컴퓨터서버, 신뢰성실험장
비, 냉난방장치, 습도조절기, 디지털신호분석기, 신호발생기, 바파괴검사기, 열진
공증착기, 미세등온시차주사열량계, 3D프린터 외

공학용 실험실 안전장비
비상샤워기, 안전캐비넷, 유해가스 탐지기, 가스베출기, 안전시약장, 안전공구함,
에어커튼, 흄후드, 건조기, 진공건조기, 항온항습기 등의 공학용 실험실 안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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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Promotion Campaign)

제9회 국제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의 전시분야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 종합전시회

•소재 수요별 주요 바이어 초청

급변하는 글로벌 소재 시장에서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구매력보유 전문바이어

대모비스, 현대제철,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GS칼텍스,

10,000명(국내 9,500명, 해외 500명)이 내방하는 첨단소재와 융복합기술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솔믹스, 코오롱, KCC, 도레이첨단소재, 토요탄소,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주요 수요층을 위한 전문홍보

해외흥보

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중심 첨단소재 전문전시회

Haier, 포스코, 한화첨단소재, 화웨이, 한국타이어, 대한항공 등

•국내외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관련 유관기관(협회/학회/연구단체 등)
세미나 및 부대행사 동시개최로 관람객 확대동원

•해외 전시회 참가 홍보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비전이 실현되는 전시회

•On-Site 세미나룸, 기자재, 홍보 무상지원

•국내 주요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제조업체 및 딜러 초청

•해외 홍보물 제작 배포 - 영·일·중(브로슈어, 포스터, 초청장 등)

1년에 단 한 번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 전문가와 향후 소재산업의 비전과

참가업체의 기술개발 성과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산업 교류의 제공을 목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관련 학회 및 카페회원 초청장 발송

•홈페이지 운영 - 4개 언어(국·영·중·일문 제작)

전략제시 및 업계종사자를 위한 참가업체와 전문 바이어간 네트워킹 기회

적으로 참가업체 대상 전시장내 세미나룸, 스크린, 빔프로젝트, 마이크, 스피

•해외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관련 개발 기술책임자 초청

•해외 관련 단체 소식지 및 발행지에 행사 고지

제공

커 장치, 초청장 무료게재(온오프 동시병행)

•해외 중앙정부,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개발책임자 초청

•전시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대행사 동시개최

•해외바이어 지원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회(40여 개 분야별 전문 세션)&한국세라믹의날

참가업체의 해외 네트워크 및 수출 상담 제고를 위해 해외바이어 유치 및 수

국내홍보

기념식,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업화유망기술이전설명회, 공공환경소재기술

출상담회 개최

•홍보주관매체 - 국내 연구·산업장비 광고 및 특집기사 홍보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참가업체들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매력있는
국내외 바이어를 유치하여 참가업체들의 마케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홍보전개

•해외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관련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

사업화를 위한 기술 파트너링, 첨단신소재 제조공정 세미나(친환경, 고생산
성, 신뢰성, 마킹&커팅 장비와 기술)등 다양한 행사 개최

•해외 전문지 광고 게재(중국, 일본, 독일 등)

온라인흥보
•INTRA 공식 홈페이지(국·영·중·일문) 운영 www.intra.or.kr
•주최 및 주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배너 및 소식지 등)

•관련 단체 발행 자매지에 개최 홍보 광고 및 기사 게재

•각종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관련 포털사이트 및 동호회 카페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신문광고 - 경제지 및 일간지, 참가, 관람 광고 3회

•매월 행사 관련 정기 뉴스레터(e-NEWS LETTER) 발송

•DM 발송 - 국내외 소재 관련 개발·수출입업체 및 단체
•홍보물 - 뉴스레터, 포스터,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제작 배포

선전홍보물
•주요 간선도로에 육교현판 및 현수막 게재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에 행사 포스터 배포

전시대상 품목(Exhibits Profile)

전회년도 개최결과(INTRA Review)

첨단 세라믹소재 기술전

고무/플라스틱소재 기술전

세라믹소재(전자, 기계/구조, 바이오, 에너지, 환경 등), 세라믹부품, 생산장비
및 기기, 분체기술(분쇄, 분급, 여과, 혼합, 건조, 분산, 성형 장치 등), 관련부
품/가공설비, 연구 및 지원기관 등

원재료 및 부재료(열가소성, 열경화성 재료)，반제품(1, 2차 가공품, 부품), 완
제품, 사출, 다이, 가공기계(압출성형기, 사출성형기 등), 후가공기기(표면처
리기, 토리밍기기 등), 합리화기기(로더, 휘더, 조쇄기 등)，시험, 검사, 측정장
비, 연구 및 지원기관 등

철강/금속소재 기술전

접착, 코팅, 필름 기술전

철강소재, 철강제품, 조립금속, 금속기계요소, 경량금속, 고순도금속, 희소금
속, 귀금속, 강관, 튜브&파이프, 융복합금속, 관련부품/가공설비, 연구 및 지
원기관 등

점·접착제(우레탄계, 에폭시계, 아크릴계, 실리콘계 등)，테이프, 코팅제(칼라
코팅, 우레탄, 에폭시, 필름하드코팅 등)，코팅원료, 도료, 필름(광학, 반도체
터치패널용 필름 등), 연구장비, UV 장비, 시험 검사, 측정장비 등 가공설비,
연구 및 지원기관, 관련매체 등

첨단 화학/에너지/2차 전지소재 기술전

첨단 디스플레이소재 기술전

플라스틱, 고무, 나노, 탄소, 접착제 생리활성 화학물질, 기초/유기화합물 비
석유 융복합물질 태양광소재, 신재생에너지소재, 녹색에너지, 풍력에너지, 스
마토그리드, 충전용배터리, 캐퍼시티, 배터리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 장비,
관련부품/가공설비, 연구 및 지원기관 등

스퍼터링 타겟소재(투명전극소재, 산화물 반도체 소재, 그래핀 등),
E-Beam&Ion Plating 소재(전도성 세라믹 소재 등)，고굴절 관련소재(산화지
르코늄, 이산화티타늄 등)，방열소재(금속동박적층판(MCCL), 메탈하이브리드
소재)，식각액, 메모리, 센서, 소프트웨어, 제조기기, 시험, 검사, 측정장비 등 관
련부품 및 가공설비, 연구 및 지원기관 등

복합재료 및 탄소섬유 기술전

소재 생산/계측분석/실험장 비전

흑연섬유, 아크릴섬유, 레이온섬유, 리그닌섬유, 피치섬유, 보강섬유, 섬유강
화재료(유리섬유, 탄소섬유, 케블러섬유 등), 화학섬유(유기질섬유, 무기질섬
유)，카본블렉 CNT, 활성탄소, 그래핀 제조기기, 검사·측정 장비 등 관련부품
및 가공 설비, 연구 및 지원기관 등

분말제조장비, 성형장비, 산업용로 반응소결장비, 마이크로웨이브소결 장비,
3D프린터, 가공장비, 성분분석기, 입도분석기, 입자, 분석기, 투과도분석기,
밀도측정기, 수분 측정기, 적외선 온도계, 내시경장비, 열화상, 카메라, 연구,
실험용 기자재 및 관련장비

첨단 하이브리드 나노기술전

정부정책/R&D 기술전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공정(초미세가공 및 분산, 제조장비 등), 나노 스케
일측정 및 성능분석기술/장비, 산업분야별 나노기술 융합제품(자동차, 디스
플레이, 전자, 조선, 바이오 산업용)，관련부품 및 가공설비, 연구 및 지원기
관, 팹센터, 연구성과 및 응용기술, 과제전시 등

R&D기관홍보, 신규 R&D사업, 성과발표회, 시험/적합성 인증기관, 지원서비
스/규제 샌드박스 소개, 우수사례 발표, 기업유치 홍보 등

2021 Engineering LAB/Industry Conference&Show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참가신청서

참가규정

1. 출품사

제 1조 [용어정의]

제 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국문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단체 및 개
인을 말한다.

1. 전시자가 약정한 전시면적 전부 도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시 전시자는 즉시 주관
자에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영문

2. “전시회’’라 함은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을 말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
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여,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회사명
주소

3. “주관자”라 함은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신소재경제신문”을 말한다.

전화

FAX

대표자

성명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제 2조 [참가신청]

홈페이지

성명

부서/직위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E-mail

국문

전시품목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
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려할 수 있다.

영문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E-mail

회사명(국·영문) 기재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하신 회사명은 상호간판 설치 시 그대로 기재됩니다.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신청내역 및 금액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구분

신청내역

독립 부스

(

조립 부스

전기

단 가(부가세 별도)
) 부스

(

신청금액

2,200,000원 / 부스

) 부스

원

2,500,000원 / 부스

원

1. 주관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
여 임의배정으로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단상 220V

KW

60,000원 / KW

원

삼상 220V

KW

60,000원 / KW

원

삼상 380V

KW

60,000원 / KW

원

제 4조 [전시실 관리]

24시간 단상 220V

KW

70,000원 / KW

원

대

100,000원 / 대

원

1.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50,000원 / Port

원

200,000원 / 개

원

전화
인터넷

Port

고객관리 시스템

개

급배수

개소

200,000원 / 개소

원

압축공기

개소

200,000원 / 개소

원

소계

원

부가세

원

합계

원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
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에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관자
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
는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못질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5.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3. 디렉토리 유료광고
- 광고규격: 국배판/국·영문판/칼라
- 원고제출: 원색분해 필름 또는 광고 파일은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제출
- 광고표: 광고 희망란에 V표 바랍니다.(2021년 10월 22일(금)까지 납부, 부가세 별도)
口 표지2: 2,000,000원

- 2021. 8. 1 이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50%를 축소 시 축소분의 25%를 위
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1. 8. 1부터 2021. 9. 30까지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60%를, 축소시 축
소분의 5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2021. 10. 1 이후 취소할 경우: 참가비(부스비)의 80%를 축소 시 축소분의 80%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 사용개시 후 ‘‘전시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참가비 또는 축소비의 100%
를 위약금(부가세 없음)으로 납부.

口 표지3: 1,500,000원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口 표지4: 3,000,000원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에 납
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납입해야 한다.

口내지 : 1,000,000원

당사는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참가규정(이면수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2. 전시자가 잔금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
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
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시물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이내에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
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철거 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면적 내의 장치물 및 전시
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
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 [보충규정]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일

제 13조 [분쟁해결]
계약 담당자

(인)

대표자

(인)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본 신청서에 날인한 자는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납부은행: 국민은행

납부계좌: 009-01-1296-589

참가비 송금시 반드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예금주: (주)한산마케팅연구원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부가세 포함) 50% - 신청후 3일이내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문의처
잔금 완납일: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전시 사무국 Tel: 02)588-2487

Fax: 02)588-2599 e-mail: kocem@naver.com

www.intra.or.kr

2021 Engineering LAB/Industry Conference&Show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동시개최 전시회

제9회 국제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
The 9th Int' I Advanced Materials & Convergence Technology Expo

일시: 2021년 11월 17일(수) ~ 19일(금)
장소: COEX, D홀(3층)

www.coex.co.kr

공학용 연구·산업장비 신기술·신제품 발표 문의처
전시 사무국 Tel: 02)588-2487 Fax: 02)588-2599 e-mail: koce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