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N°1 복합재료 네트워크 JEC GROUP,
서울에서 산업 전시회를 주최

2018 년 11 월 14-16 일 서울 코엑스
JEC Asia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는 전 세계 복합소재 밸류 체인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동차, 항공, 재생 에너지, 건축 및 건설,
전기 및 전자 장비, 스포츠 및 레저 분야와 같은 중요한 엔드 유저 시장에 최신 역량과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존 싱가포르에서 이전하여 2017 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올해 서울에서 두번째로 2018 년 11 월 14-15-16 일 동안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EC Asia 2018 전시회는 세계 곳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북 KCTECH 주최 제 13 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를 시작으로 자동차, 항공분야에 복합 재료 와 관련한 수준 높은
컨퍼런스들이 전시회 3 일동안 진행 될 예정이다.

<JEC Asia 2018 국제 복합소재 전시회>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위한 독보적인 국제 복합소재 플랫폼’
1.전시회 개요
- 주최 : JEC 그룹
- 기간: 2018. 11. 14-15-16 (3 일간)
- 장소 : 서울 코엑스 (COEX) 전시장
- 면적 : 총 8,800m² 코엑스 C1,2 홀 및 D1 홀 (2017 년 대비 33%증가)
- 참가현황 :


주요 국내 업체 : KCTECH 전북관, 효성, 코오롱, 한화첨단소재, 한국 카본, 경북하이브리드, 다이텍, SK
Chemicals, 금호 P&B 등



주요 해외 업체 : Arkema (France), CGTech (USA), Chem-Trend (Germany), Hexcel (USA), Chomarat
Engineered Textiles Co. Ltd. (France), CMS Group (Italy), e-Xstream engineering (Luxembourg), Fujian
Haiyuan Automatic Equipments Co., Ltd (China), MTorres (Spain), Solvay (UK), TEI Composite Corporation
(Taiwan), Toray Group (Japan) 등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관 등 국가관 참가 예정

2. 2017 년 JEC ASIA 결과
- 참가 수 : 40 개국 215 개 기업
- 방문객 수 : 6,271 명 - 고위급 임원 참가비율 33%
- 글로벌 정책결정자의 67%는 아시아-태평양, 6%는 미주, 27%는 유럽에서 참석
- 비즈니스 : B2B 미팅 성사건수 400+, 만족도 85%
- 컨퍼런스 : 5 개의 컨퍼런스 세션, 43 명의 해외연사, 876 명의 참가자
3. 참가분야
원료 제조업체, 복합소재 부품 제조업체, 테스팅 장비 제조업체, 화이버 기반 중간제품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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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에이전트, 대표부, 리사이클업체, 복합소재 기술 이전 센터, 서비스업체, 투자자, 분석가, 클러스트, 네트워크 협회,
공공기관, 학계, 교육훈련 기관, OEM, 그 외 모든 엔드-유저 업체
4. 컨퍼런스 프로그램
ㅇ 11/14 - 제 13 회 국제탄소페스티벌(ICF) 주최 : 한국탄소융합기술원(KCTECH)
ㅇ 11/15 - 자동차 컨퍼런스 1) 구조부품을 위한 자동차 복합재료 응용
2) 자동차 자동화 공정
- 혁신상 시상식 (Innovation Awards Ceremony)
ㅇ 11/16 - 항공기 컨퍼런스 : 항공학 : 53%와 그 이상
- 비즈니스오퍼튜니티 컨퍼런스 : 원재료, 가공, 응용, 국가, 지역
*자세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추후 메일로 전달 예정

JEC Asia 2018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ccomposites.com/knowledge/international-composites-agenda/jec-asia-2018
http://www.jecasia-badges.com/Main/Welcome.aspx?utm_source=jec&utm_medium=event-cta&utm_campaign=ja18pre-reg
<JEC 그룹에 대하여>
JEC 는 25 만명의 전문가 네트워크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복합소재 산업 조직이다. JEC 은 세계적 혹은 지역적 네트워킹과 정보
서비스를 통해 복합소재 산업을 대변하고, 홍보와 그 발전을 지원한다. 지난 20 년 동안 JEC 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국제적인 평판을 얻었다. 또한 북미와 아시아에 지사를 개설했다. JEC 은 비영리 복합소재 진흥 센터가 소유하고 있다. JEC 그룹의
정책은 산업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에 체계적으로 이윤을 투자하는 것이다. 복합소재 산업에 성공을 거둔 후 JEC
그룹은 새로운 가치사슬의 분야인 제조업체와 엔드-유저 등으로 시야를 넓히고 있다. JEC 전문가들은 “지식과 네트워킹”을 통해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를 제안한다: JEC 출판 (전략적 연구, 기술서적, JEC 복합소재 매거진 등), 주간 국제 뉴스레터인
월드마켓뉴스, 프랑스어판 뉴스레터인 JEC 인포컴포지트.
JEC 은 프랑스 파리에서 JEC 월드쇼(강력한 업계의 후원, 타 복합소재 전시회에 비해 5 배 규모), 한국 서울에서 JEC 아시아를, 미국
애틀란타, 보스톤, 휴스톤에서 JEC 아메리카를 개최하며, 파리, 서울, 애틀란타, 보스톤에서 JEC 복합소재 컨퍼런스 및 포럼,
워크숍을 개최하며 JEC 혁신상 프로그램(유럽, 아시아, 미주, 인도, 중국)주관한다. (www.jeccomposites.com) 복합소재 산업은
전세계 55 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6 년 기준 790 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JEC World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
- JEC World 2019
1. 기간: 2019. 03. 12 – 14
2. 장소: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센터
- JEC World 2018 주요수치 : JEC World 사상 최대 수치!
1. 총 면적: 70,000 m²
2. 참가업체: 115 개국 1,300 개 이상 기업
3. 방문객: 42,445 명
4. B2B Meetings: 3,610 회

자세한 내용은 JEC 그룹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www.jeccomposites.com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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