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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l Hi-Tech Surface & Painting Expo 2019

2020. 3. 25(수) - 3. 27(금)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재)경기테크노파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기자재협동조합, 인천도금협회,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도장기술인협회,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표면공학회,(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한국부식방식학회, 표면처리세계
www.surtechkorea.org
제11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COATING KOREA 2020]
제2회 국제화학·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CHEMLAB KOREA 2020]

Surtech Korea 2020

IT / 반도체

표면처리

도장 / 도료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 도장관련 생산설비 및 기자재
범용도료, 특수도료 등 각종 도료 및 원재료
은경도장, 부식방식 표면처리, 도장부스, 용사코팅

전해도금, 무전해도금 등 도금관련 생산설비 및 기자재
각종 첨가제 및 약품, 부식 제거 약품
우수 도금기술 및 완제품

표면처리 관련 S/W, 초소수성 표면처리, SMT/PCB,
대기압 플라즈마 장비, 에칭 및 건식 식각용 장비,
초정밀 고집적 표면처리 관련 생산설비 및 기자재

Int'l Hi-Tech Surface & Painting Expo

자동화 설비

첨단표면처리
DLC 코팅, 진공증착장비
우주항공산업, 군수용 제품 도금 및 MEMS 도금,
표면처리 품질 및 생산관리 관련 시험, 분석/연구기기

환경 / 방재설비
공기정화 배기설비, 토양정화 등 관련 환경설비
작업환경 개선 설비 및 안전관리 용품
화재방지 설비

도금공정 자동화 로봇, 자동 랙크 도금 설비,
자동 바렐 도금 / 착색 / 피막 설비, 스마트 공장,
컨베이어벨트, 액농도 자동 측정기,
Reel-to-Reel 전자동 고속 도금 설비 및
기타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열처리 / 표면경화 / 연마
생산설비 및 기자재
신소재, 특수소재 처리기술 및 특수가공기술

Why SURTECH KOREA 2020?

제조업과 IT 융합기술이 만났다! 첨단화를 위한 핵심 기술, 표면처리!
국내 뿌리산업, 표면처리, 도장 산업 전문 B2B 전시회, SURTECH KOREA!

온라인 홍보 지원
자체 기술 컨퍼런스
기업설명회
미디어 인터뷰

해외 바이어 비즈 매칭
실질적 유효 바이어 참관
신규 시장 확대 기회

수처리
수세수 재이용 설비 및 약품
멤브레인 기술 및 지능형 관리 시스템
폐수처리 약품 및 관련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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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SURTECH KOREA
Int’l High-Tech Surface &
2020 Painting
Expo

2,000,000원(VAT 별도)

2,300,000원(VAT 별도)

현장 참가신청
부스벽체, 바닥 카펫, 안내데스크 & 의자
(업체당1세트), 스포트라이트3개(220V),
전력(1kw), 쓰레기통
국/영문 상호간판(글씨체 공통)

현장 참가신청서 제출

사업자 등록증 제출 (Fax/E-mail)
계약금 50% 납부

현장 신청 부스당 85,000원 할인
조기 신청 부스당 85,000원 할인 (2019년 8월 30일 마감)
규모할인 부스당 170,000원 할인 (6부스 이상 신청)
연속 참가업체 부스당 170,000원 할인
(※ 할인율 중복적용 가능)

부대서비스 및 참가비 잔금납입
(2019.12.20까지)
참가
신청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제출처 2020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전사무국 / (주)메쎄이상
Tel. 02-6121-6375 Fax. 02-6455-0953

Review the SURTECH KOREA 2018
2018년 3월 개최된 국제표면처리·도금·도장기술산업전은 관련 산업의 소재와 장비, 최신 기술까지
한자리에 모여 전문 전시회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참가기업의 기술&제품 세미나 외에도
표면기술교류회 등의 전문 세미나를 개최하여 활발한 정보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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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KOREA

INTERNATIONAL

참가 기업 / Exhibit Company

224

189

35

참가 부스 / Exhibit Booth

334

298

36

참관객 / Visitors

19,255

–

–

컨퍼런스 참석자 / Conference

1,057

–

–

참가기업 만족도 / Satisfaction

88%

–

–

SURTECH KOREA
High-Tech Surface &
2020 Int’l
Painting Expo

SURTECH KOREA 전시사무국
039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TEL 02.6121.6375

FAX 02.6455.0953

E-mail surtech@surtechkorea.org

Web www.surtech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