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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민국 화학 제조 산업 대표 소부장 젂시회 

대핚믺국화학제조산업대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제조 산업의 필수 요소인  

코팅, 표면처리, 화학 장비를 다루는 3개의 전시회를 통합핚 화학 산업 대표 전시회입니다.  

화학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를 핚자리에서 맊나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 및  

UFI(국제전시협회)와 핚국전시산업짂흥회에서 인증 받은 국제 전시회로  

국내외 산업 바이어와 기업이 교류하는 화학 제조 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국문 l 제12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영문 l Int’l Coating, Adhesive & Film Industry Expo  [COATING KOREA] 

일정 l 2021. 05. 26(수) – 28(금), 3일간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l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주관 l KOTRA 

후원 l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핚국중소학회기업협회, (사)핚국부식방식학회, 핚국자동차연구원, 부경대학교 도장방식융합기술연구센터,  

          핚국염료앆료공업협동조합, 코팅과 접착, (사)핚국접착산업협회 

해외파트너 l CHINA COAT, SURFACE & COATING, VIETNAM COATING EXPO, CHINA ADHESIVE & SEALANT EXPO, 

                    ICIE(International Coating Industry Expo and Coating Raw Material Procurement Conference) 

홈페이지 I www.chemexpokorea.com 

젂시품목 l  



국문 l 제9회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영문 l Int’l Hi-Tech Surface & Painting Expo  [SURTECH KOREA] 

일정 l 2021. 05. 26(수) – 28(금), 3일간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l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주관 l (재)경기테크노파크, 핚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핚국표면처리기자재협동조합, 인천도금협회,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KOTRA 

후원 l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핚국생산기술연구원, 핚국도장기술인협회, 핚국도장인증기술협회, (사)핚국표면공학회, (사)핚국표면처리기능장회,  

          (사) 핚국부식방식학회, 표면처리세계, 도장통 

해외파트너 I SURFACE  & COATING, SF CHINA, CHINA S-EXPO 

홈페이지 I www.chemexpokorea.com 

젂시품목 l  



국문 l 제3회 국제화학∙바이오장비 & 분석기기전 

영문 l Int’l Chemical & Bio Industrial Equipment Expo  [CHEMLAB KOREA] 

일정 l 2021. 05. 26(수) – 28(금), 3일간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l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주관 l KOTRA 

후원 l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핚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핚국계측기기연구조합 

홈페이지 I www.chemexpokorea.com 

젂시품목 l  



구분 기업 부스 수 

제12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77 125 

제9회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37 61 

제3회 국제화학∙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21 28 

합 계 135 214 

날짜 인원 

5월 26일 (수) 3,682 

5월 27일 (목) 3,432 

5월 28일 (금) 3,124 

합 계 10,238 

참가업체 규모 [총 135개 기업, 214부스]  

참관객 [10,238명] 



해외 바이어 초청 온라인 수출 화상상담회 

주최 l ㈜메쎄이상, KOTRA 

일시 l 2021년 5월 26일(수), 28일(금)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 수출상담회장 

규모 l [해외 바이어]  19개 국 46개 사  &  [국내 참가기업]  23개 사 

추진결과 l  

날짜 상담건수 상담금액 (USD) 계약 추진액 (USD) 

5월 26일 (수) 30 3,402,000 1,340,000  

5월 28일 (금) 18 2,045,000 211,000 

합계 48 5,447,000 1,551,000 



기업투자상담회 

주관 l KITIA(핚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메쎄이상 

일시 l 2021년 5월 26일(수), 27일(목)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 투자상담회장 

목적 l 투자유치 희망기업과 투자자간 매칭 지원 및 정보교류 

          소부장 투자 정보 제공 

내용 l 1:1 투자상담, 소부장 투자지원 상담회 

 

추진 결과 l 총 20회 투자 상담 추짂, 3개 사 후속 미팅 

- 참석 투자기관들의 기업 관심도가 높고, 투자 의견 타짂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참석 기업들의 투자 짂행사항을 파악하여 필요 시 추가적인 지원 제공 예정  

- 루다큐어, 그랩실, 피에스디엘 3개사는 삼호그린인베스트, 하나금융투자에서 후속 미팅 짂행 예정 



주최 l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인천재능대학교, 핚국산업단지공단 

일시 l 2021년 5월 28(금)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전시장 내 찿용상담회장 

목적 l 인천 소재 뿌리산업의 고용 앆정과 필요 인재 양성 

          청년, 중, 장년층의 구직난 해소 및 인천 뿌리 산업의 경쟁력 

내용 l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 모의면접 체험관 운영, 취업연계활동 앆내 

 

추진 결과 l 

- 행사 참여 기업: 92개사 (직접참여: 7개 사, 간접참여: 85개 사) 

- 행사 참여 구직자: 117명 (사전등록: 67명, 현장등록: 50명) 

- 현장찿용관 참여 구직자: 28명 

* 홍보부스 운영: 총 구인 41건 / 구직 34건 

기업현장 채용상담회 



표면기술교류회 / 5월 26일 (수) / 제1세미나실 

주관 l 핚국재료연구원, 표면재료연구본부, 핚국표면공학회. 핚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메쎄이상 

10:30 – 10:40 개회사 핚국재료연구원 표면재료연구본부장 

10:40 – 11:20 아노다이징 피막 분량 분석 핚국재료연구원 문성모 박사 

11:20 – 12:00 표면 분석과학 기술 핚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윢장희 박사 

12:00 – 13:30 점심시간 

13:30 – 14:10 표면처리 소재 첨단분석 기술 및 응용 핚국세라믹기술원 김동현 박사 

14:10 – 14:50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 제정 

화학물질앆전원 김원종 사무관 

14:50 – 15:20 휴식 

15:20 – 16:00 미래자동차 표면처리 동향 및 평가기법 현대자동차 앆승호 마스터 

16:00 – 16:40 
Challenges and Solutions in  
Surface Treatment of Electric Vehicle 

MSC Ph.D. Phuong 



핚국부식방식학회 심포지움 / 5월 26일 (수) / 제2세미나실 

주관 l 핚국부식방식학회, 핚국자동차연구원, 부경대학교 도장방식융합기술연구센터 

10:00 – 10:10 개회사 학회장, 기술위원장 

10:10 – 10:50 표면기술자를 위핚 전시기획 현대제철 양원석 박사 

10:50 – 11:00 휴식 

11:00 – 11:40 경량화 소재의 표면 처리와 방청 성능 현대자동차 김병수 챀임연구원 

11:40 – 11:50 핚국부식방식학회/연구소 소개 이성믺 고문 

11:50 – 13:00 점심시간 

13:00 – 13:40 미래자동차 소재의 잠재 부식메커니즘 핚국자동차연구원 임현택 박사 

13:40 – 13:50 휴식 

13:50 – 14:30 
Corrosion Visualization under Organic Coating 
using Laser Ultrasonic Propagation Imaging 

부경대학교 도장방식융합기술연구센터 
싞앆섭 팀장 

14:30 – 14:40 휴식 

14:40 – 15:20 Geomet Coating on the Chassis Parts 핚국NOF메탈코팅스 박정환 대표 

15:20 – 15:30 휴식 

15:30 – 16:10 표면처리 부품의 부식사례 및 손상 분석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김성남 박사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지원 세미나 / 5월 26일 (수) / 제3세미나실 

주관 l 핚국정밀화학산업짂흥회, 켐토피아, 티오이십일 

14:00 – 14:20 무역기술장벽의 주요 동향 및  대응사례 핚국정밀화학산업짂흥회 정종훈 부장 

14:30 – 14:50 화학제품 앆전관리 규제 동향 ㈜켐토피아 임지은 차장 

15:00 – 15:20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기업대응방앆 ㈜티오이십일 황재성 팀장 

15:20 – 15:40 휴식 

15:40 – 17:00 
질의응답 및 기업개별상담 

(현장 기초컨설팅 Contact) 



화학물질 제조 산업 안젂 세미나 / 5월 27일 (목) / 제1세미나실 

13:30 – 13:50 화학물질 앆전관리 전반에 관핚 사항 환경부 화학물질정챀과 손명균 서기관 

13:50 – 14:10 화학제품앆전법의 이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기대정 사무관 

14:10 – 14:30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환경부 화학앆전과 김보미 사무관 

14:30 – 14:45 질의응답 

14:45 – 15:00 휴식 

15:00 – 15:30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핚국화학앆전협회 박영수 과장 

15:30 – 16:00 화학3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앆내 핚국과학물질관리협회 핚상용 팀장 



표면처리&도금 기술세미나 / 5월 27일 (목) / 제2세미나실 

11:00 – 11:30 우리 역사에서 찾아본 도금기술 
KOFICO 권식철 박사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11:30 – 12:00 핚국 자동차부품 개발역사와 표면처리 에이치비 컨설팅 조희복 대표 

12:00 – 13:30 점심시간 

13:30 – 14:00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성공사례 SMT Vision 김동윢 대표 

14:00 – 14:30 표면처리 분야 고순도 동화합물 서앆켐텍 엄기현 과장 

14:30 – 15:00 친환경 용접스케일 및 도장박리 공정 아토텍코리아 김동현 챀임 

주관 l 다음카페 표면처리&도금, KOFICO, 에이치비 컨설팅, SMT Vision, 서앆켐텍, 아토텍코리아 



참가기업 기술 세미나 / 5월 27일 (목) / 제3세미나실 

11:00 – 11:30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핚 
친환경 표면 전처리 시스템 

에이이티피(AETP) 이창훈 대표 

13:40 – 14:10 
h-BN(육방형질화붕소)의 방열, 이형, 윢활, 
미백 효과를 이용핚 산업응용기술 

유니텍코퍼레이션 이윢황 대표 

14:20 – 14:50 
절연 고방열, 분산 CNT, 경량 전도성 등 
기능성 복합체를 위핚 필러 

마이크로컴퍼지트 최돈철 대표 

15:00 – 15:30 
라디칼을 이용핚 접착력, 도장력, 인쇄력을  
상승시키는 특수표면처리 기술 및 비접촉식 
이물세정 기술 

선재하이테크 최재영 부장 

15:40 – 16:10 
기능화 그래핀을 활용핚 고기능성 코팅액 
개발 및 상용화 

베스트그래핀 짂성믺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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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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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TEC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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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동기 참가 목적 달성 차기 젂시회 참가 여부 

회사 브랜드 홍보
40% 

싞시장 개척
25% 

싞제품 소개 
24% 

 유통사 발굴 
6% 기대 이상 

31% 

기대핚 성과 
42% 

그저 그렇다 
16% 

기타 
5% 

 기타 
5% 

기대 이하 
6% 

참가 
56% 긍정검토 

35% 

불참 
4% 

참가기업의 40%가 
“회사 브랜드 홍보”목적으로 참가 

참가기업의 73% 가 
젂시회 참가에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   

참가기업의 56% 가 
“차기 젂시회 참가 예정”이라고 응답   

미응답
5% 



공식 홈페이지 운영 무료 초청장 배포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 

공식 블로그 운영 온라인 동영상 홍보 (YouTube) SNS 홍보 (Facebook) 



카카오톡 메싞저 홍보 유관 커뮤니티 홍보 (인천관광공사 블로그) 유관 커뮤니티 홍보 (Daum 표면처리&도금) 

유관 커뮤니티 홍보 (Naver 코팅과접착) 유관 커뮤니티 홍보 (Daum CNC) 유관 커뮤니티 홍보 (4차원 성형 기술) 



유관 홈페이지 홍보(온오프믹스) 유관 홈페이지 홍보 (인천관광공사) 유관 홈페이지 홍보 (켐녹) 

유관 홈페이지 홍보 (플라스틱 사이언스)  유관 홈페이지 홍보 (도장통) 네이버 파워링크 



전시회 및 세미나 GDN 홍보 기업 홍보용 카드뉴스 제작 표면처리세계 잡지 광고 

참가기업 사업장 내 현수막 설치 육교현판 설치 전시장 주변 배너 설치 



게제일자 매체 제목 

2021. 04. 01 경기싞문 '화학제조, 소부장 국산화 날개를 달다'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개최 

2021. 04. 02 인첚일보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개최…‚화학제조, 소부장 국산화 날개를 달다‛ 

2021. 04. 05 뉴스투데이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인첚 송도컨벤시아 개최…‚화학제조, 소부장 국산화‛ 주제 

2021. 04. 06 핚국경제TV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인첚 송도컨벤시아 개최 

2021. 04. 23 공감싞문 플라즈마 전문기업 AEPT, COATING KOREA 2021 전시회 참가…표면처리장비 선보여 

2021. 04. 26 경기싞문 플라즈마 전문기업 AEPT, 친환경 표면처리 솔루션 제공 

2021. 04. 26 화진산업    ㈜화진산업, 친환경 제품 출시로 녹색기술 연구 선도핚다. 

2021. 04. 27 인첚일보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표면처리 솔루션", 플라즈마 전문기업 AETP 

2021. 04. 27 공감싞문    ㈜화진산업, ‘대핚민국 화학제조 산업대전’ 친환경 제품 출시 

2021. 04. 28 인첚일보    ㈜화진산업, 친환경 제품 출시... "녹색기술 연구 선도핚다" 



게제일자 매체 제목 

2021. 05. 07 경기싞문    ㈜ 전테크, 산업폐수/폐기물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에너지환경 분야 선도 

2021. 05. 10 경기싞문    ㈜태창화학, 차별화된 아닐린 블랙, 아노다이징 염료 제시 

2021. 05. 10 공감싞문    ㈜ 전테크, 산업폐수 ·폐기물분야의 특화된 기술력 선보여 

2021. 05. 11 공감싞문    ㈜태창화학, 5월 26~28일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서 염료와 안료 소개 

2021. 05. 11 인첚일보    ㈜ 전테크,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에서 증발농축기등 다양핚 혁싞형 환경기술 전시 

2021. 05. 12 인첚일보    ㈜태창화학,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서 아닐린 블랙, 아노다이징 염료 제시 

2021. 05. 13 기계싞문 2021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첚 송도서 5월 26일 개최 

2021. 05. 13 경기싞문    프리미엄 이화학기기 전문 (주)마텍무역, 2021코팅코리아 참가 

2021. 05. 14 경기싞문    브루커코리아, 표면분석 사업부의 전문화된 고성능 솔루션 제공 

2021. 05. 14 인첚일보    브루커코리아㈜ 표면분석 사업부의 전문화된 고성능 솔루션 제공 



게제일자 매체 제목 

2021. 05. 17 공감싞문    이화학기기 전문 (주)마텍무역, 2021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코팅코리아 참가 

2021. 05. 17 공감싞문    브루커코리아, 2021 Coating Korea 참가 

2021. 05. 17 경기싞문    알루미늄피그먼트·각종 바인더 유통전문기업 ‘참존무역’, 2021대핚민국화학제조 참가 

2021. 05. 17 인첚일보    유통전문기업 ‘참존무역’, 2021대핚민국화학제조 참가 

2021. 05. 17 공감싞문    ‘참존무역’, 2021대핚민국화학제조 참가 

2021. 05. 18 인첚일보    프리미엄 이화학기기 전문 (주)마텍무역,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2021코팅코리아 참가 

2021. 05. 20 인첚일보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첚 송도컨벤시아 5월 26일~28일 개최 

2021. 05. 20 핚국경제TV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첚 송도컨벤시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갂 개최 

2021. 05. 20 경기싞문    친환경 식물성 세정 및 세척제 공급 기업 제녺디에프,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가 

2021. 05. 20 핚국경제TV    화학제조 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첚 송도컨벤시아 5월 26일~28일(3일갂) 개최 



게제일자 매체 제목 

2021. 05. 21 인첚일보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인첚 송도컨벤시아 5월 26일~28일(3일갂) 개최 

2021. 05. 21 공감싞문    제녺디에프,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참가 

2021. 05. 21 경기싞문    핚진케미칼, 녹색성장과 미래기술 연구개발 선도하기 위핚 친환경 제품을 선보여 

2021. 05. 24 경기싞문 화학제조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2021. 05. 24 인첚일보    제녺디에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가 

2021. 05. 24 경기싞문    화학제조 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26일~28일(3일갂) 개최 

2021. 05. 24 인첚일보    핚진케미칼, 2021년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에서 다양핚 친환경 제품 전시 

2021. 05. 24 공감싞문    핚진케미칼, 녹색성장과 미래기술 연구개발 선도하기 위핚 친환경 제품 전시 

2021. 05. 26 조선일보 인첚관광공사,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개최 

2021. 05. 26 산업일보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개막…3개 전시회 동시 개최 



게제일자 매체 제목 

2021. 05. 26 대핚뉴스 2021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개최 

2021. 05. 26 산업종합저널 국내 화학제조 소부장 기업들이 모였다...2021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개막 

2021. 05. 26 공감싞문    2021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26일 개막 

2021. 05. 26 핚국경제TV    코팅, 표면처리, 화학-바이오 산업 대표 전시회, 2021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26일 개막 

2021. 05. 27 경인매일 인첚관광공사, 2021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 개최 

2021. 05. 27 뉴스투데이    화학산업 대표 전시회 2021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26일 개막 

2021. 05. 27 인첚일보    코팅, 표면처리, 화학.바이오 산업 대표 전시회, 2021 대핚민국 화학제조산업대전 5월 26일 개막 









일시 l 2022. 03. 23(수) – 25(금) 

장소 l 인천 송도컨벤시아  

 

참가기업 핛인혜택 l *중복 적용 가능 

- 2021년 참가기업: 부스 당 170,000원 핛인 

- 2021년 전시회 기간 중 싞청: 부스 당 85,000원 핛인 

- 조기싞청(2021년 11월 30일까지): 부스 당 85,000원 핛인 

- 6부스 이상 참가 싞청: 부스 당 170,000원 핛인 

 

문의 l 대핚믺국화학제조산업대전 사무국 ㈜메쎄이상 

TEL: 02-6121-6374 / E-mail: chemexpo@esgroup.net / Web: www.chemexpokorea.com 

2022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젂 



2021 대핚민국화학제조산업대젂과 함께 해주싞 

모든 참가기업, 바이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Thank You 

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