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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절차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잔금
(50%)

온라인 등록
부대시설 신청

부대시설비
납부

전시회
개막

2021.10.22

2021.10.23~30

2021.10.31

2021.11.17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50%)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4차 산업의 핵심인 첨단공학(Advanced Engineering) 기술과

신청서 제출후 3일 이내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관련 학회, 협회, 기관 및 관련 기업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입니다.
특히, 소재산업, 부품·가공산업, 장비산업을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신기술·신제품 발표를 통하여 산·학·연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융합·플랫폼화, 디지털트윈 등 비지니스 모델혁명으로 제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
서 소재·부품산업에도 연관산업과 융합하여 거대한 신제조업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참가비용
구분

국내업체

해외업체

참가마감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면적+기본장치)

2,200,000원

2,500,000원

/ 1부스(Booth)

/ 1부스(Booth)

US $3,000

US $3,500

/ 1부스(Booth)

/ 1부스(Booth)

2021.10.22(금)까지 선착순 마감 (단, 부스소진 시 조기마감)

참가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서면 신청

홈페이지 www.intra.or.kr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전시사무국 제출

온라인 신청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부가세 별도)
⁎신청 문의: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박웅 이사

•1부스 면적: 가로3m X 세로3m (9m²)
•독립부스
- 전시면적만 제공

소재산업관

부품·가공산업관

장비산업관

•금속소재

•기계·정밀기계 부품

•금속 측정장비

•세라믹소재

•자동차 부품

•재료특성 평가장비

•배터리·에너지소재

•전기·전자·반도체 부품

•기계·정밀기계 측정장비

•화학소재

•금속가공·성형

•화학·고분자·섬유 측정장비

•섬유복합소재

•미래 첨단유망산업

•전기·전자·반도체 측정장비

•전기·전자·반도체소재

•에너지·환경 측정장비

- 2부스 이상부터 신청가능
- 시설 구조물의 높이는 전시장 바닥으로부터 5m를 초과할 수 없음
- 독립부스 출품업체는 장치공사시 도면을 제출하여 주최측의 승인
을 받아 시공
- 조명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전기를 신청하여야 함
•조립부스
- 측면 및 후면: 폭 1m X 높이 2.4m(판넬 1개당)의 백색 패널을 알
루미늄 프레임으로 장치
- 천장: 1m² 간격(1m x 1m)으로 알루미늄 격자를 장치
- 상호간판: 폭 3.0m로 상단에 설치하며 전시자 상호를 통일된 글
자체로 부착
- 조명/전력: 1부스당 형광등 2개, 스포트라이트 3개, 콘센트 1개(2구)
- 부스바닥: 파이텍스로 시공
- 안내 데스크/의자: 업체당 1조
*측면간판 추가: 코너부스(2면 오픈부스) 배정 시 측면간판 추가비용 발생(개당
50,000원/부가세 별도)
*해외업체의 경우 행사기간동안 숙박비 3박이 제공됩니다.

Tel) 02-588-2487 Fax)02-588-2599 E-mail) kocem@naver.com

참가비 할인
2021.08.31 까지 참가신청서 제출기업 부스당 10만 원 조기
신청 할인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납부계좌) 009-01-1296-589
예금주)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전시개요
명칭

2021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기간
2021년 11월 17일(수) ~ 19일(금) / 3일간
장소
COEX HALL. D(3층)

전지, 바이오프로매스), 수소에너지 운송·저장(고압가스수
소운송, 액화수소운송, 유기하이드라이드, 파이프라인운
송, 암모니아, 소소흡장합금, 연료전지(인산형 연료전지, 용
융탄산염연료전지, 고체산화물연료전지, 고체고분자연료전
지)… 등
•화학소재
페인트·도료·코팅, 안료, 이산화티타늄TiO₂, 가소제, 친환
경용제, 소광제, 폴리우레아, 폴리아스파틱, 레진, 수지, 오
일, 유화제, 경화제, 난연제, 중점제, 우레탄, 에폭시, 아크
릴, 실리콘, 고무·프라스틱소재, 열가소성재료, 열경화성재
료, 사출성형기, 압출성형기, 금형, 표면처리기… 등

규모
150개사 350 부스
주최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주)사이언스21
동시개최

(40여 개 세션, 1,200여 편 논문과 기술 포스터 발표(600여 점)

 연섬유, 아크릴섬유, 레이온섬유, 리그닌섬유, 피지섬유,
흑
보강섬유, 유리섬유, 탄소섬유, 케블러섬유, 유기질섬유, 무
기질섬유, 카본블랙, 그래핀섬유… 등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

Ⅱ. 부품·가공산업
•기계·정밀기계 부품

I. 소재산업
•금속소재
금
 속제련, 경량금속, 철강금속, 비철금속, 조립금속, 금속기
계요소, 희토류화합물… 등
•세라믹소재
 자세라믹, 기계세라믹, 구조세라믹, 바이오세라믹, 에너
전
지·환경세라믹, 믹스마트센서, 미세전자기계시스템, 세라
믹파우더, 세라믹공정, 세라믹 분쇄·여과·혼합·성형설비… 등
•배터리·에너지소재
이
 차전지, 연료전지, 태양전지, 차세대전지(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차전지분리막, 이차전지 바인더, 이차전지 전해
액 첨가제, 이차전지용 파우치, 이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
장치), 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공기전지, 플렉시블전
지, 프린터블전지, 레독스흐름전지, 소듐이온전지, 아연공
기전지, 에너지저장장치(초고용량 슈퍼커패시티, 리튬이온
전지, 소형리튬이온전지(모바일용), 중형리튬이온전지, 대
용량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온전지), 미래형 이차전지
(고신뢰장주기 RFB-ESS, 선박용 고안전성 ESS패키징, 재
생에너지 고압모듈형 ESS, 해수 이차전지), 수소전지(부생

디
 스플레이 부품, 터치패널, 카메라모듈, 적층세라믹콘덴
서, 광디바이스, 반도체파워서플라이, 기타 각종 전자기기
부품, 각종 모터, 절연선, 전기변환장치, 전기제어장치, 케
이블, 파워모듈, 콘덴서제어반… 등

커플링, 스핀들, 펌프, 베어링, 콤프레셔, 터빈, 밸브, 로프,
제어장치, 체인, 유공압씰,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유동해석
소프트웨어, 소성가곡해석 소프트웨어, 프레스성형해석 소
프트웨어, 3차원설계 소프트웨어, 초고성능 컴퓨터, 전산
해석용 클러스터, 와이어컷팅머신, TIG용접기, CO₂용접기,
Arc용접기, 유압식전단기, 고속5축머시닝센터, CNC3 차
원측정기, CNC선반, CNC머시닝센터, CNC레이저가공기,
와이어방전가공기… 등

 형, 단조, 압연, 열처리, 표면처리, 와이어컷팅머신,
금
CNC선반, 진공유도용해로, 분위기열처리, 진공열처리… 등
•미래 첨단유망산업
A
 I, IOT, 5G, 로봇, 미래신소재… 등

Ⅲ. 장비산업
•금속 측정장비
 처리, 분위기열처리로, 진공열처리로, 고진공박막제조
열
장치, VSM 진동시료형 자력계MR 시스템, Pulsed Laser
Deposition, 박막실험기, 압전계수측정기, 변위측정기,
유전율측정기, 크리프시험기, 피로시험기, 만능재료시험
기, 비커스경도기, 전기로, 소결로, 고주파로, 진공유도용
해로, 열중량분석기, 열확산도측정기, 열기계분석기, 적외
선열화상카메라, 비표면적·기공분포측정기, 접촉각측정
기… 등
•재료특성 평가장비
 세조직분석, 전계방사형 가변진공도주사전자현미경,
미
도립형 금속광학현민경, 정립형 금속광학현미경, 편광현
미경, 실체현미경, 비디오현미경, 연료전지, 대용량연료전
지 MBOP평가, 소용량연료전지 MBOP평가, 연료전지용
부품/소재평가, 고온연료전지용배관신뢰성평가… 등

•자동차 부품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배터리, 미래형자
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자율주행, 자율주행무인이
동로봇, 자동차전장용케이블, PCT필름, 연성인쇄회로기판
(FPCB), FFC버스바(Bus-Bar), 차량이블(FFC), 소소전기
차부품, 스텍구성부품, 전장장치부품, 운전장치부품, 수소
저장장치부품, 전기차전장부품, 전기차센서부품, 전기차용
내외장부품, 전기차용경량화 및 가공부품, 구조해석시스템,
성형해석시스템, 설계시스템, 환경피로내구성능시험, 3차
원 광역스캐너, 전자파내성 측정시스템, 전자파디버깅챔버,
복합환경시험, 고저온가속시험, 다관절작동내구시험, 내장
부품유해가스포집시험, 온도보상형 대용량열충격시험, 온
습도조절형 대형복합부식 시험기, 5톤 코일리스 복합환경
진동시험, 환경실차가속시험… 등

•화학·고분자·섬유 측정장비
 분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만분광분석기, 발광분광분석
성
기, 탄소/유황동시 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총유
기탄소측정기, 푸리에변환분광분석기, 적외선분광분석
기, 가시분광광도계, 자외선분광광도계, 제타사이저… 등

•금속가공·성형

•섬유복합소재

*2021 국제 첨단소재 및 융복합기술대전
- 한국국제세라믹산업전
- 한국세라믹학회추계학술대회

•전기·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기계·정밀기계 측정장비
 로시험기, 표면조도기, 비커스경도시험기, 마이크로비
피
커스경도시험기, 로크웰경도시험기, 복합부식시험기, 국
부부식시험기, 염수분무시험기, 항온항습기, 열중량분석
기, TGA분석기, DSC분석기, TGA/DSC 동시분석기, 3D
프린터, 정밀측정, 3차원측정기(고정식/이동식), 투영기,
입도분석기, 구조해석 소프트웨어, 유동해석 소프트웨어,
소성가곡해석 소프트웨어, 프레스성형해석 소프트웨어, 3
차원설계 소프트웨어, 초고성능 컴퓨터, 전산해석용 클러
스터, 샤르피충격시험기, 경도시험기, 인장시험기, 이온밀
링기, 비틀림시험기, 트러스실험장비, 처짐거동장비, 소성
거동장비, 열전도도측정장비, 유체역학실험장비, 스팀터
빈실험장비, 자동성형기, 자동연마기… 등

•전기·전자·반도체 측정장비
C
 V&PIV 측정시스템, 태양전지 전류/전압측정기, 초광대
역 디지털 포스퍼 오실로스코프, 광스펙트럼분석기, 연
전 지벡계수 측정기, 미소전극장치, E-Beam 증발기, 디
지털포스퍼오실로스코프, 펄스생성기, 신호발생장비, 초
광대역 튜너시스템, 스펙트럼 분석기, 벡터신호변환기,
LED측정장비, 통신신호분석기, 신호발생기, 백본스위치,
제네라이터, 임베디드 시험장비, 논리 분석기, 표면프로
파일러, 고속네트워크 분석시스템, 신경생리검사 시스템,
다채널전기화학 분석시스템, 유기발광다이오드 특성곡선
측정 시스템, 임의 파형 발생기, 벡터신포분석기, 지터분
석기, RF벡터분석기, 데이터타이밍발생기, 가스분출시스
템, TDR분석시스템, 정밀반도체 분석장비, 샘플링오실로
스코프, 광양자수율측정장치, 전기화학분석기, KNL 멀티
노드하이브리드병렬컴퓨터서버, 신뢰성실험장비, 냉난방
장치, 습도조절기, 디지털신호분석기, 신호발생기, 바파괴
검사기, 열진공증착기, 미세등온시차주사열량계… 등
•에너지·환경 측정장비
 전동위원소질량분석기, 고분해능다검출유도플라즈마
안
질량분석기, 열이온화질량분석기, 동위원소측정기, 초고
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슈림프분석기, 광여기루미네
선스장치, 파장분산형 X-선형광분석기, GC-MASS, 오존
발생장치, 가스분석기, 총탄화수소분석기, 수은분석기, 암
석분쇄기… 등

2021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2021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참가신청서

참가규정

1. 참가 분야

口 소재산업

口 부품·가공산업

口 장비산업

2. 출품사
회사명

국문

제 1조 [용어 정의]

제 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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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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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시회’’라 함은 ‘‘2021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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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 시 반환한다.

영문

3. “주관자”라 함은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주)사이언스21”을 말한다.

팩스

제 2조 [참가신청]

주소
전화
대표자

성명

홈페이지

전시품목

국문

영문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E-mail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참가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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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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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불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조 [전시면적 배정]

3. 신청내역 및 금액
구분

신청내역

단 가(부가세 별도)

1. 주관자는 신청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
여 임의배정으로 전시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금액

독립 부스

(

) 부스

2,200,000원 / 부스

원

조립 부스

(

) 부스

2,500,000원 / 부스

원

단상 220V

KW

60,000원 / KW

원

삼상 220V

KW

60,000원 / KW

원

삼상 380V

KW

60,000원 / KW

원

24시간 단상 220V

KW

70,000원 / KW

원

대

100,000원 / 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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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절 취 선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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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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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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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조 [참가비 납입조건]
4. 디렉토리 유료광고

口 표지2: 2,000,000원

口 표지3: 1,500,000원

口 표지4: 3,000,000원

口내지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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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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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시자가 잔금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약정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사는 2021 국제 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참가규정(이면수록)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
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계약금(참가비의 50%)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계약 담당자

(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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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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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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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조 [분쟁해결]
본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발생하는 쌍방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
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일

대표자

제 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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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부가세 포함) 50% - 신청후 3일이내

잔금 완납일: 2021년 10월 22일(금)까지

ADVANTAGE
전시회 참가사를 위한 신제품•우수제품 소개 세미나&워크숍 발표
•1시간 세미나: 50석 규모, 40분 강의, 10분 질의응답
•WorkShop: 20석 규모, 7시간 Full Time으로 이용 가능
* 1)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신기술·신제품 소개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Full Time 강좌에서는 분석장비의 기기 사용법, 유지·보수 관련 교육이 가능합니다.
3) 세미나 및 강좌 내용은 사이언스21 매거진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됩니다.
4) 세미나에서 소개된 신기술·신제품 등은 '사이언스21 온라인 홍보전시관'(Lab123.com)을 통하여 1년간 홍보 및 소개하여 드립니다.

전시회 참가사를 위한 스폰서십 프로그램
'2021 국제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참가사에 제공하는 On&off 통합 마케팅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내용

신제품·우수제품 소개 서비스

참가
부스

사이언스21 매거진

월간지
지면광고 서비스

온라인 광고 서비스
사이언스21 온라인 홍보전시관

사이언스21 매거진

(www.lab123.com)

A4, 1/4사이즈 지면광고

1부스
참가 시

•신제품·우수제품 소개(년 1회, A4, 1/4사이즈)

•전시회 출품된 대표상품 1년간 소개

•기업소개 인터뷰(희망 기업에 한함)

•미니샵 제공 및 상품등록 10개(광고주)

년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2부스
참가 시

•신제품·우수제품 소개(년 1회, A4, 1/2사이즈)

•전시회 출품된 대표상품 1년간 소개

A4, 1/2사이즈 지면광고

•미니샵 제공 및 상품 100개 등록(광고주)

년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해당 분야의 Section에 배너광고(1년)(광고주)

(50% 할인 적용가)

4부스 이상
참가 시

•신제품·우수제품 소개(년 1회, A4, Full 사이즈)

•전시회 출품된 대표상품 1년간 소개

A4, Full 사이즈 전면광고

•미니샵 제공 및 상품 1,000개 등록(광고주)

년 4회(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트 헤드페이지 상단에 배너광고(1년)(광고주)

(50% 할인 적용가)

•기업소개 인터뷰(희망 기업에 한함)

•기업소개 인터뷰(희망 기업에 한함)

(50% 할인 적용가)

⁎On Line 홍보전시관: 소재·부품·장비 관련된 상품들을 홍보해 드리는 On Line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2021 국제첨단공학기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전' BENEFITS
Off Line
스폰서십 프로그램 운영

On Line
스폰서십 프로그램 운영

1년간 스폰서십의 주요지원 내용

1년간 스폰서십의 주요지원 내용

- 사이언스21 매거진에 우수제품 소개
- 세미나 발표내용을 사이언스21
매거진을 통하여 전국의
연구·과학자들에게 소개하여
드리는 서비스

고객 유치 활동
참가사를 위한 고객 유치 활동

- 미니샵을 이용한 신제품·
우수제품 소개 서비스 제공

- 관심 고객과 1:1 매칭 시스템 제공

- 발표된 신기술·신제품을
사이언스21 온라인 홍보전시관
에서 1년간 홍보해 드리는 서비스

- 홈페이지 참조
(www.Lab123.com)

참가문의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Tel: 02)588-2487 Fax: 02)588-2599 e-mail: kocem@naver.com

(주)사이언스21

Tel: 02)536-1540 Fax: 02)536-1510

- 고객 대상 초청장 발송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