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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Outline 

8월 30일(수)~9월 1일(금), 3일간 / KINTEX 제2전시장 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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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최 : 



Innovative Solutions for Waste Issues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사회」

RETECH이 함께 열어 갑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환경 비즈니스 전문전시회

Since 2008 

01. 마케팅 타깃이 명확한 특화 전시회

>  폐기물관리, 자원리싸이클링, 순환경제 등 산업 분야

>  폐기물처리/재활용사업자

   대기업 건설/엔지니어링/철강/화학/식품/유통회사 

>  지자체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재활용과)

    환경 관련 공공기관, 순환경제 연구기관

02. 최상의 전시 인프라 - KINTEX   

>  대형장비 전시가능: 수용 바닥하중(5톤/㎡)

    층고(12m), 단층 구조 - 상·하역 작업 용이

>  공항 접근성(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  자동차 교통 접근성 

   (대형주차장,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외곽순환도로)

>  비즈니스호텔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킨텍스 도보 5분거리)

03. 전문 컨퍼런스 동시개최   

>  최신 정책·기술·산업 트렌드 파악과 네트워킹 기회

>  한국폐기물협회 주최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 발표회

>  전기·전자/자동차/핵심광물/플라스틱/음식폐기물/

   폐자원에너지 등 주제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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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nformation

RETECH 사무국  (063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803호

T. 02-599-1582    F. 02-599-1498    E-mail. info@re-tech.org   www.re-tech.org

참가신청 절차		 	 	        

- 참가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팩스 02-599-1498 또는  info@re-tech.org)        

- 계약금 납부: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참가비의 50% 납부       

- 잔금 납부: 납부 마감일까지 전액 납부        

- 참가비 납부 마감일: 2023년 8월 2일(금)       

- 참가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1-458727 예금주: (주)광륭

참가신청 마감일  2023년 7월 28일(금)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스 배정 기준: 참가신청 순서(계약금 납부 기준), 전시아이템 특성, 참가규모, 참가횟수

※ 본 전시회는 국제인증전시회로 수출바우처사업, 지자체별 지원사업 등 참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2,200,000원 / 부스
B. 2,500,000원 / 부스

참가비용 (부가세 별도)

※ 1부스면적: 9m²(3m x 3m /약 2.7평)      

* 기본장치: 부스벽체, 상호간판, 조명, 

   파이텍스, 콘센트, 안내데스크, 의자

A.독립부스(Raw Space)
면적만 제공

B.조립부스(Standard Shell) 
면적 + 기본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