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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레이저가공학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후원 :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광학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물리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시개최 |

첨단 레이저 부품과 장비, 그리고 수요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곳. 레이저코리아!

2020. 7. 1 (수) ~ 3 (금) / 일산 KINTEX 1전시장

DATA1. 전시규모 성장률(최근3년)

DATA3. 참관객 규모 증가율(19년)

DATA2. 참가만족도/재참가율(19년)

DATA4. 주요 참관객 BEST(19년)

19년 규모 : 58개사 123부스(전체 436개사 650부스)

19년 전체 참관객 : 11,730명

만족도는 성과 및 행사운영에 대한 것

삼성: 디스플레이, 전자, 전기, SDI / LG: 디스플레이, 전자, 화학, 이노텍



전시회 참가안내

▶ 1부스 기준

 * 회원구분 : 한국레이저가공학회 회원 or 최근2년 레이저코리아 출품기업
 * 부스배정 기준 : 신청규모와 신청시가에 따라 배정(‘20년 5월 예정)

구  분
조기신청A

(~‘19.12.13)
조기신청B

(~‘20.2.28)
일반신청

(~‘20.4.30)

부스형태(1부스) 기본 독립 기본 독립 기본 독립

기업
일반 2,376 1,936 2,430 1,980 2,700 2,200

회원 2,112 1,760 2,160 1,800 2,400 2,000

대학, 연구소 등 2,112 1,760 2,160 1,800 2,400 2,000

비고 12% 할인 10% 할인 -

(단위 : 천원, VAT 별도)

참가비

구  분 출 품 내 용

발진기 극초단펄스 레이저, 고출력단파장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등

광학부품 랜즈, 거울, 프리즘, 광학물질, 광학센서, 광학 프로그램/소프트웨어

가공기술 장비 절단, 용접, 마킹, 천공, 열처리

계측분석 장비 선형/비선형 계측, 초고속 실시간 이미징, 가공면 형상 계측, 광기반 분석 장비 등

기타 레이저장비, 광통신, 의료용 등

출품품목

기본 부스 독립 부스

• 전시면적(3m×3m기준) 및 기본장치 제공

• 세부 제공내역

 - 부스벽면 및 상호간판, 바닥카페트

 -  안내데스크 + 접의자 + 휴지통(부스규모에 상관 

 없이 출품기관 당 1조 제공)

 - 콘센트 1구 + 1kW전력 및 기본조명 시설
※ 좌측 부스 시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전시공간(3m×3m)  

•  주최측은 전시면적만 제공하며 출품기업이  

 직접 장치업체를 선정하여 부스 디자인 및  

 시공 진행
  ※ 2부스 이상 신청가능

부스형태

전시회 참가문의  레이저코리아 전시사무국 유현웅 과장     
Tel : 031-548-2008  |  Fax : 031-524-2021  |  E-mail : ntrayou@nanokorea.net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www.laserkorea.or.kr신청방법

www.laserkorea.or.kr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홈페이지 접속 및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 농협 301-0092-4789-71

  - 예금주 :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계약금 납부 (참가비의 30%)

부가서비스 신청 및 잔금납부

신청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