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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1 월 15 일 서울 

 
복합소재 산업을 위한 라이브 행사 :  

 JEC KOREA 2021 & CARBON KOREA 2021  
 

JEC KOREA 2021 & CARBON KOREA 2021 주요 수치 
 

• 전문 방문객  3,200 명 

• 12 개국 80 여개 출품업체 참여  

• 컨퍼런스 3 일 동안 196 명 참여  

 

• 스타트업 1 개사 수상 

• 글로벌 연사 25 명 이상 참여  

• 온라인 전시회 300 명 이상 참여 
 
 

서울에서 열린 3일간의 풍성했던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팬데믹 이후 복합소재 산업 활동이 

정상 재개되었음을 보여주고 복합소재 산업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Carbon Korea 2021과 공동 개최한 JEC Korea 2021 전시회에는 주로 한국 및 아시아의 약 3,200명의 

전문가들이 방문을 했으며 업체 80여 개사가 출품하여 업계 최신 트렌드를 선보였다. 글로벌 주요 

기업은 물론 비전 있는 스타트업까지 한자리에 모여 혁신, 지식, 네트워킹이라는 전시회 3 가지 주요 

가치에 힘을 실어주었다.   
 

올해 14 회차를 맞아 Carbon Korea 와의 협업으로 더욱 강화된 JEC Korea 행사는 혁신의 정신을 

공유하고 한국 복합소재 산업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자리였으며 많은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시에 다시 한번 복합소재 산업에서의 한국의 선두적 위치를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였다.  

 

JEC KOREA 2021 주요 하이라이트  

• 흥미진진했던 첫째 날, 라이브 행사로의 복귀  

JEC Korea & Carbon Korea 2021 전시회 첫째 날 에릭 피에르쟝 JEC 그룹 대표,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박종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장이 개막식 환영사를 진행했고 행사의 주요 

특징들을 소개했다.  

에릭 피에르쟝 대표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복합소재 산업의 혁신과 연구는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복합소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라이브 행사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언급했다. 또한 전시회 개막에 

많은 도움을 준 한국 정부, 현지 업체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종수 회장은 “카본 융합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의 장이자 B2B 비즈니스 시장으로 Carbon Korea 

행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탄소나노산업협회와 탄소산업진흥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ces.tech/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국장, 김성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내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함으로써 전시회가 더욱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 Carbon Korea 행사의 첫 번째 성공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한국탄소나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첫 번째 

행사는 VIP와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4 가지 주요 테마로 구성되었다. 첫째, 탄소 

복합소재 업체와 연구기관의 탄소 중립 관련 제품. 둘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이래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탄소 복합소재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셋째, 탄소 복합소재 산업 분야의 신생 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전용 공간. 마지막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시회 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탄소와 프린팅 융합 기술에 대해 선보인  3D 프린팅 존(Printing Zone) 이었다.  

 

• 탄탄하고 수준 높은 컨퍼런스 프로그램  

 

JEC Korea 2021 & Carbon Korea 2021 전시회는 제 15회 ICF 국제탄소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25명의 연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온라인 참여는 JEC Korea Connect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E-모빌리티, 항공, 탄소섬유 강화 재료, 수소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복합소재에 대한 기조발표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과 비전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에어버스, 디펜바허, 지멘스, 플라타인, 코브라 인터내셔널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전문가들이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해 큰 환영을 받았다. 또한 컴포짓 익스체인지 세션에 참여한 업체들은 현장 및 

온라인 참석자들에게 그들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는 컨퍼런스와 업체들의 전시를 통해 복합소재 산업의 두 가지 응용분야가 특히 강조되었다. 첫 

번째는 수소로 자동차, 대중교통, 조선, 해외 수소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매우 야심찬 수소 

산업 로드맵을 잘 보여주었으며 복합소재로 개발한 압력용기 전시가 눈에 띄었다. 두 번째는 무인 

이동체로 특히 물류뿐만 아니라 지상 및 해상운송을 위한 무인 이동체 개발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복합소재 혁신에 대한 보상  

혁신을 발굴하고 촉진하는 것은 JEC 그룹의 첫 번째 사명이다. 올해 서울에서 3회차를 맞이한 스타트업 

부스터 경진대회는 혁신적인 글로벌 복합소재 프로젝트와 밸류체인의 다양한 관계자 간의 유익한 

협업을 재조명했다. 스타트업 발굴에 선두적 역할을 하는 한국무역협회의 지원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결승 진출한 5개사는 전문 심사위원단 앞에서 피칭을 진행했다. 이 중 친환경 기업으로써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맞춤형 CXP 아이템으로 하이 퀄리티 제품을 생산한 공로를 인정받은 

동남리얼라이즈가 JEC Korea 2021 스타트업 부스터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JEC Korea 2021 전시회는 전문 지식을 향상시키고 네트워킹을 도우며 행사에 참여한 복합소재 

커뮤니티에게 영감을 주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행사임을 업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JEC Korea 전시회에서 곧 다시 만나요 ! 
www.jec-korea.events 

 

공식 파트너 

 
JEC Group소개 

JEC Group 은 세계 최대의 복합소재 네트워크 그룹으로 복합소재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이끄는 정보, 비즈니스 

연결채널, 플랫폼의 발전을 지원한다. 복합소재산업의 주요 레퍼런스로 여겨지는 JEC 복합소재 매거진 발행을 

통해 글로벌 혁신프로그램들을 주관한다. 또한 매년 3월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규모의 복합소재 전시회인 

JEC World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한다.  

www.jeccomposites.com  

 

행사 문의:   

 

프랑스국제전시협회  

(프로모살롱 코리아)  

김선의 대표  02-564-9833  sekim@promosalons.com  

이가원 대리  02-564-9755  gwlee@promosal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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