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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국) 제10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    

            (영) Int’l Coating, Adhesive and Film Industry Expo (약) COATING KOREA 2019 

- 일정 : 2019. 3. 27(수) – 29(금), 3일간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주관 :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사)한국접착산업협회, 코팅과 접착 

- 후원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소재정보은행, 한국부식방식학회 

- 홈페이지 : www.coatingkorea.com 

- 동시개최 : 제7회 국제첨단표면처리 〮 도장산업전 (SURTECH KOREA 2019) 

                 제1회 국제화학 〮 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CHEMLAB KOREA 2019) 

- 2019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은 개최 10회를 맞이하여 전시회 품목을 세분화하고 규모를 확장시켜 소재부터 장비, 측정기기까지 국내 코팅, 접착, 필름산업과 관

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 전시하여 제품을 비교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성황리 개최 

 

- 다양한 부대행사와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정보를 교류하여 국내 제조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 제조 기업 및 산업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에서의 개최로 관내 기업 간의 제휴 및 동반 성장 촉진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 유입 및 비즈

니스 교류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 송도 및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http://www.coating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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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국) 제7회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영) Int'l Hi-Tech Surface & Painting Expo (약) SURTECH KOREA 2019 

- 일정 : 2019. 3. 27(수) – 29(금), 3일간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 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기자재협동조합, 인천도금협회,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 후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도장기술인협회,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표면공학회,(사)한국표면처리기능장회,    

           한국부식방식학회, 표면처리세계  

- 홈페이지 : www.surtechkorea.org 

- 동시개최 : 제10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 (COATING KOREA 2019) 

                 제1회 국제화학 〮 바이오장비&분석기기전 (CHEMLAB KOREA 2019) 

- 2019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은 개최 7회를 맞이하여 산업 트렌드에 맞추어 첨단 표면처리 품목을 강화하고 규모를 확장시켜 약품부터 기자재, 분석기기까지 

국내 표면처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 전시하여 제품을 비교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성황리 개최 

 

- 다양한 부대행사와 전문 컨퍼런스를 통해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정보를 교류하여 국내 표면처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 견인 

 

- 제조 기업 및 산업 공단이 밀집되어 있는 인천에서의 개최로 관내 기업 간의 제휴 및 동반 성장 촉진 등 지역 산업 육성과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 유입 및 비즈

니스 교류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 송도 및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http://www.surtech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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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국) 제1회 국제화학·바이오장비 & 분석기기전      

            (영) Int’l Chemical & Bio Industrial Equipment Expo  (약) CHEMLAB KOREA 2019 

- 일정 : 2019. 3. 27(수) – 29(금), 3일간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메쎄이상, 인천관광공사 

- 후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사)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대한병원협회 

- 홈페이지 : www.chemlabkorea.com 

- 동시개최 : 제10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 (COATING KOREA 2019) 

                 제7회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SURTECH KOREA 2019) 

- 제조, 화학 산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데이터의 수집, 측정, 분석과 ICT의 융합을 전시회와 전문 세미나를 통해 한눈에 조망 

 

- 화학, 제조, 바이오, 제약, 반도체 등 유관 분야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신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판로 개척을 통한 산업성장의 기회를 마련 

 

- 연관 산업 전시회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대전과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동시 개최를 통한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 공유가 이루어짐 

http://www.chemlab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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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 21,135명 

날짜 인원 

3월 27일 (수) 7,300 명 

3월 28일 (목) 8,240 명 

3월 29일 (금) 5,595 명 

합계 21,135 명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 참가업체 규모 [총 168개사, 265부스(동시 개최 행사 포함 284개사 475부스)]            * 참가업체의 아이템 중복에 따라 중복 적용  

구분 비율 

코팅 22% 

접착제 / 점착제 15% 

필름 / 시트 / 테이프 8% 

세라믹 / 나노 6% 

케미칼원료 19% 

IT/첨단산업 7% 

화학관련장비 22% 

기타 1% 

합계 100% 



- 참가업체 규모 [총 67개사, 114부스(동시 개최 행사 포함 284개사 475부스)]            * 참가업체의 아이템 중복에 따라 중복 적용  

구분 비율 

표면처리/도금 24.7% 

화학제품/원료/약품 23.3% 

생산설비/기자재 27.4% 

환경/안전설비 4.1% 

IT/첨단산업 6.8% 

기타 13.7% 

합계 100%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 참가업체 규모 [총 49개사, 96부스(동시 개최 행사 포함 284개사 475부스)]            * 참가업체의 아이템 중복에 따라 중복 적용  

구분 비율 

화학생산설비 33.3% 

실험장비 11.1% 

측정/분석장비 31.1% 

바이오 13.3% 

제약 설비 2.2% 

실험실/생산안전설비 8.9% 

합계 100% 



[2019 국제첨단표면처리·도장산업전  기술세미나]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표면기술교류회]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표면처리와 도금 세미나]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2019 화학물질 제조 산업 안전 세미나]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국내 니켈시장 동향 & 베트남 진출 사업 설명회]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코팅과 접착 춘계 세미나]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바이오화학 산업 국내외 현황 및 글로벌 미래성장전략 심포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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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Messe Esang (주)메쎄이상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