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년 2 월 24 일 보도자료

기능성 플라스틱 관련 기술이 한자리에
- 제 5 회 PLASTIC JAPAN

도쿄 - (2016 년 2 월) Reed Exhibitions Japan Ltd 는 2016 년 4 월 6 일에서 8 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Highly-functional Material World"라는 이름 아래 제 5 회 PLASTIC
JAPAN – Highly-functional Plastic Expo 를 개최한다.
본 전시회는 최근 플라스틱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기능 소재, 가공기기에 특화된
전시회로써 이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전시회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우주 항공, 조선, 신재생 에너지, 전자, 의약품, 건설, 산업용 부품 등의 다양한
관련 기업에서, 약 70,000* 명에 달하는 엔지니어/연구원들이, 최첨단 플라스틱/복합재료와
그 제조 기술을 찾아내기 위해 본 전시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기능성 플라스틱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
이번 전시회에서는, MITSUI CHEMICALS, SUMITOMO BAKELITE, ARKEMA, SODICK,
POLYPLASTICS, TORAY, SUMITOMO CHEMICAL, KURARAY PLASTICS, MOMENTIVE
PERFORMANCE MATERIALS 등 업계 리딩 기업을 비롯해 780*개에 달하는 참가사들이
고기능 수지, 복합재료, 성형/가공기술, 복합장비 등과 같은 전 종류의 플라스틱 관련 기술
및 재료,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본 전시회를 통해 현재 및 앞으로의 고객들에게 각자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본 전시회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으로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시회로 보고 있다. 실제의 제품과 장비를 부스 내에서 실연하는
것은 물론, 2 개 국어/3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임원을 상주시켜 아시아 각국에서 방문하는

방문자와 비즈니스 상담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본 전시회에 관한 중요성을 내 비추기도
하였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 의한 컨퍼런스
전시회와 병설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는 본 업계를 대표하는 BASF, MITSUI CHEMICALS,
SUMITOMO BAKELITE 의 최고 임원진이 직접 기조강연의 강연자로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이며 업계 VIP 1,500*여 명이 참석을 예정하고 있다.

3 대 주요 재료가 총 집합하는 Highly-functional Material World
PLASTIC JAPAN 이 이처럼 업계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기능성 메탈에 전문화된 METAL JAPAN, 세라믹에 특화된 CERAMICS JAPAN 이 동시
개최됨으로, 세계 3 대 소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재 전문 전시회 이기
때문이다.
본 전시회 사무국에서 해외를 총괄하고 있는 임준엽 팀장은 "여러 산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소재의 최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비교 검토 할 수 있는 점을 본 전시회 최고의
메리트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Highly-functional Material World 가 소재 업계의
중심에 서서 업계를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시개최 전시회 포함)

무료 초대권 청구 : www.plas.jp/en/inv/
자세한 정보는 전시회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PLASTIC JAPAN 사무국/Reed Exhibitions Japan Ltd.
해외사업본부 홍보담당

권영인 (MS.)

T: +81-3 3349 8519 M: +81-90-5440-1496 F: +81-3-3349-8530
이메일: kwony@reedexp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