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8 년 9 월 11 일

서울에서 두 번째로 개최:
제 11 회 JEC Asia 전시회에 복합재료 산업 전체가 모인다
JEC Asia, 2018 년 11 월 14-16 일, 서울 코엑스
개최지를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옮긴 2017 년 전시회가 기록적인 성과를 거둔 이후, JEC Asia 는
전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와 모든 서비스 면에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플랫폼의 성공으로 이어진 JEC Asia 의 발전에
있어서 업계, 정부 기관, 학계의 지원에 매우
감사드린다. 실제로 전시장의 90 %가 이미
예약되어 전시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JEC Group 의 아시아
담당
JEC Asia returns to COEX, Seoul

디렉터인

크리스티앙

스트라스버거

(Christian STRASSBURGER)는 말한다.

"또한 이 전시회는 출품업체의 45 %가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

2017 년 주요 결과

행사다. JEC Asia 에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

+230 개 기업

중국, 싱가폴의 국가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

6,271 명 전문가 방문객

복합재료 클러스트들의

•

43 명 연사

•

42 개국 참가

•

12 개 JEC 혁신상

•

400 건 B2B 미팅

이동성의 미래는 복합재료 산업의 핫 토픽이며,

•

2 회 복합재료 투어

JEC Asia 는 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복합 재료의

•

Composites Tour

전시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에 초점

활용 증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한다.
‘자동차 산업과 복합재료’를 주제로 한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컨퍼런스, 리더십 복합재료 서클,
자동차 플래닛, 부품 전시, B2B 미팅 프로그램, JEC 혁신상 카테고리 및 복합재료 투어
(복합재료 관련 시설 방문)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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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JEC Asia 는 KCTECH 과 전주시가 주관하는 국제 탄소 페스티발 ICF (International Carbon
Festival)를 두 번째로 함께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가 마련되어 국제적인
연사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With the support of:

Main sponsor:

www.jec-asia.events

JEC Group 은 복합 재료 산업의 성장과 진흥을 지원하는 정보 및 비즈니스 연결 채널 및 플랫폼 개발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업계의 레퍼런스 매거진인 JEC Composites Magazine 을 비롯하여 미디어 채널 및
출판물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JEC World (복합 재료 및 응용 분야를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전시회)와 같은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JEC World 그룹은 전문성에 대한 국제적 명성을 쌓아 왔으며 20 년
이상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학계, 과학계 및 산업계와 손을 잡고 JEC Group 은 250,000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복합 재료의 무한한 가능성에 영감을 얻은 JEC 팀은 혁신을 도입하고, 글로벌
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통해 혁신을 강조한다.
업계의 여러 부문, 특히 원재료 생산자 및 제조업체를 파트너로 획득한 JEC Group 은 복합 재료의 다양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엔드-유저에 대한 주요 혜택을 입증함으로써 가치 사슬의 새로운 부문으로
업무 영역를 확장하고 있다. JEC Group 은 업계의 주요 관계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인 Center de Promotion
des Composites 가 전액 출자하였으며 복합 재료 부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수익을 체계적으로
재투자한다. JEC 그룹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가운데에는 출판물 (JEC Composites Magazine, 전략 연구, 기술
서적), 전자 뉴스 레터 (주간 국제 뉴스 레터인 "JEC Composites Market News" 와 프랑스어판 "JEC Composites
Information", 온라인 플랫폼 (www.jeccomposites.com), 연례 전시회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JEC World,
한국에서 열리는 JEC Asia), 유럽,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서 개최는 컨퍼런스, B2B 미팅 및 워크샵, JEC Startup
Booster 프로그램 및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JEC 혁신상 (유럽, 아시아, 북미, 인도 및 중국)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회 관련 문의
프랑스국제전시협회(프로모살롱코리아)
korea@promosalons.com, 02-564-9733/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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