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The 8th International Welding and Sheet metal & Laser Equipments Exhibition Korea

2023년4월12일(수)~14일(금) 3일간인천.송도컨벤시아

http://www.metalkorea.or.kr

대불공단•군산공단•아산평택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공단등

서해안시대중심인천에서용접•판금가공•레이저•절단•철구등관련설비의

새로운마케팅시장에금속가공의새로운도전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자동차•조선•해양.항공•전자•철강•철구•일반금속•플랜트•건설등

서해안시대의중심인천송도컨벤시아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

TEL: 041-675-5031      FAX: 041-675-0280  

http://www.metalkorea.or.kr

E-mail: weldingkr@hanmail.net

iWeldex 2023 + Sheet Met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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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2023년4월12일(수)~14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자동차•조선•해양.항공•전자•철강•철구•일반금속•플랜트•
대불•군산•아산평택•안산•시화•남동•경서공단등서해안시대의중심인천에서 용접•판금가

코로나19로인하여세계적인불

건설산업의경기불황은끝이보iiWWeellddeexx aanndd SShheeeett MMeettaall KKoorreeaa 22002233

전시명칭: 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영문명칭: The 8th International Welding and Sheet metal & Laser Equipments Exhibition Korea

영문약칭: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

동시개최: 제12회한국국제금속가공및열처리.공업로설비산업전시회

The 12th Metal+Metallurgy & Thermo Process 2023

제6회국제용접및레이저설비기술의응용과활용방안세미나개최

제6회국제열처리기술및설비기술의응용과활용방안세미나개최

전시일정: 전시준비: 2023년 4월 10일(월요일) ~ 11일(화요일) 2일간

전시기간: 2023년 4월 12일(수) ~ 14일(금) 3일간/관람시간: 10:00~17:00

전시철거: 2023년 4월 14일(금요일) 17:00~22:00(5시간) 

전시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3~4홀

전시규모: 12개국, 150업체, 350Booth, 8,600㎡ 개최 예정

전시주최: 메탈넷코리아(Metal Network Korea Company) 

전시주관: 메탈넷코리아, INN(월간 금속&용접저널)

홍보매체: [공중파] MBC 라디오 22002233년년 44월월11일일~~ 44월월1133일일까지일3회방송예정

[월간] 금속&용접저널, 절단과판금, 기계기술, KORSHIP, 레이저기술, 엔지니어링, 로봇기술

팔도기계신문, FA비젼, 계장기술, 한국용접설비산업정보, [중국]금속가공(열가공)

전시목적: 서남해안.대불공단.평택아산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김포공단등서해안시대

중심지인천에서용접관련설비, 판금관련설비, 절단설비, 레이저, 금속가공및관련산업의

저변확대와신제품, 신기술정보및관련분야의산업정보와기술교류의장을제공하고

용접설비산업의중추적인역할에기여하고자전시회를개최한다. 

http://www.metalkorea.or.kr

The 8th International Welding and Sheet metal & Laser Equipment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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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등서해안시대의중심인천송도컨벤시아로여러분을초대합니다.
접•판금가공•절단•레이저•철구설비의새로운마케팅시장에서금속가공의새로운도전을준비하고있습니다.

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으로용접.금속인여러분을초대합니다.

세계적인불황으로그동안용접.판금.레이저설비산업의최대시장인국내외조선.해양및금속산업, 플랜트.

황은끝이보이지않는시기에새로운“틈새시장”과“이업종”분야로영업활동이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해외바이어를겨냥한대대적인해외홍보활동전개: The 8th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은국제전시회

로서선진해외업체의적극적인참가를유도하여국내외기술비교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2022년 6월부터중국및동남아국가를중심으로설명회와전시회참가를가질예정이며동남아및중국등의해외바이어

참관단유치를통해명실상부한국제전시회로자리잡아국가경쟁력및기업경쟁력확보에기여하고자합니다.  

국내·외언론및전문지를통한정기적인홍보와광고: 국내경제지와전문지에정기적인광고와전시보도자료등

을통하여전시회참관객유치및참가업체의전문제품을중심으로한업체소개및제품소개등을통하여국내외마케팅시장

확보, 영업시장창출의장을마련하겠습니다. 

국내유명전문지, 월간지등을통하여지속적인홍보와중국에서발행되는월간[기계공인(열가공)], 월간[용접기], 월간[용접

기술] 등의잡지광고를통하여바이어유치를위해적극노력할것입니다. 

국내외전시회디렉토리및초청장발송, 실무자초청: 국내외전시회디렉토리및초청장등을발송하여, 용접기술,

용접재료, 판금설비, 레이저, 절단설비및원부자재, 학회관련종사자와실무자및출판, 언론담당등을초빙하여본전시회

의효과를극대화할것이며, 월간금속&용접저널, 월간절단과판금및 SNS를이용하여전시참가업체의신청과동시에업체

소개를통한참가업체의광고및홍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전시회참관자사전등록제도운영: The 8th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은관련업계의전시참관시편의

와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http://www.metalkorea.or.kr을통하여사전등록제도를운영함으로써전시장에서참관객들의입

장등록번거로움을덜어드립니다. 더불어인터넷http://www.welder.or.kr을통하여전세계적인홍보와국내금속분야전문

검색엔진인http://www.metalkorea.or.kr를통하여지속적으로접수를받을예정입니다.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 전시회에서는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

산업분야이외홍보에주력하는바이어유치분야인“이업종시장”은방위산업, 화

력발전, 건설장비산우주항공, 자동차부품, 농기계산업, 수리조선, 요트.보트산업,

해양레이저산업, 석유화학플랜트, 반도체플랜트, 바이오플랜트, 식품및화장품플

랜트, 양식업시설등이있으며“틈새시장”은자동차수리, 농기계수리, 상하수도공

사, 철탑공사, 종교시설, 건축, 농.어업시설관리, 양식업시설, 싱크대공사, DIY, 수

처리설비, 태양광발전소건설, 지역인프라공사, 전원주택, 귀농.귀촌등이있으며

“이업종”및“틈새시장”의바이어를발굴하는마케팅전략을진행할예정입니다.

전시 홍보계획
Promotion Campaign

ments Exhibition Korea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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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2023년4월12일(수)~14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용접설비 분야

용접설비, 인버터용접기, 플라즈마용접기, 저항

용접기, 알곤용접기, 스폿 용접기, 아크 용접기,

TIG-MIG-MAG 용접기, 마찰용접기, 서브머지

용접기, 전조용접기, 시임 용접기, 버트 용접기,

봉합 용접기, 전자빔 용접기, 레이저용접기, 브

레징.솔더링설비, 고주파용접기, 용접관련 설비

및용접로봇시스템, 용접자동화등

판금설비 분야

판금가공설비, 절단.절곡기, 펀칭기, 성형

기(프레스), 성형교정기, 판금용 레이저.플

라즈마.워터젯 CNC 절단설비, 코너샤링

기, 탭드릴, 그라인더, 판금자동화설비, 판

금관련설비, 레이저 마킹기, 레이저용접기,

표면처리설비, 측정.검사장비, 판금 관련공

구,  주변기기및판금재료등

절단설비 분야

레이저절단설비, 플라즈마절단설비, 워터젯

절단설비, 오비탈절단설비, Bandsaw, 파이프

형상절단기, 플리즈마절단기, 가스절단기, 산

소절단기, 기계식절단기, 톱날절단기, 고속절

단기, 파이프절단기, 원형톱절단기, 전자동/

반자동절단기, 절단자동화설비, 절단장치 및

기기, 톱날, 절단관련공구, 관련주변기기등

용접주변기기및재료분야

- 용접건,&토치, 아크홀더, 모니터링시스템,

오토캐리지, 와이어공급기, 용접케이블, 용접

지그, 용접크리너, 텅스텐그라인더, 아크용접

트랜스포머, 냉각시스템, 집진장치, 용접관련

원.부자재등

- 용접와이어, 이중금속용접봉, 피복아크용

접봉, 표면경화 육성용접봉, 주철&스테인리

스용접봉, 가스실드 아크용접재료,  솔더링

& 브레징, 기타용접재료관련원.부자재등

시험.검사,측정장비 분야
비파괴장비, 두께측정기, 경도시험기, 비파

괴기자재(UT, PT, MT), 레이저검사장비, 방사

선투과, 초음파탐상및각종검사장비등

레이저설비 분야

레이저가공기, 레이저 용접기, 레이저 절단

기, 레이저마킹기, 레이저응용설비, 레이저

열처리장비, 레이저표면처리설비및레이저

파워소스, 헤드, 다이오드, 발진기, 각종 레

이저관련설비주변기기, 부품등

철구설비분야

절단복합기, 펀칭설비, 탭핑설비, 밀링설비,

드릴설비, 드릴코핑설비, 형강가공설비, 철

판가공설비, 빔가공설비, 철골가공기계, 철

구자동화설비, 강구조물가공설비, 페이싱머

신, 베벨머신, 파이프컷팅설비, 라운딩설비,

조립겸용교정기, 테이블리프터, 철판개선가

공기, 면취기, CNC 벤딩기, 페이싱, 로테이

터, 텐테이블, 용접기, CAD/CAM/CAE, 비파

괴검사장비및각종측정장비등

용접설비, 판금설비, 레이저설비, 절단설비, 금속재료, 주변기기등용접.판금산업관련분야의

보다발빠른정보와자료제공을위하여2023년4월12일(수)~14일(금)까지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The 8th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 전시회를

서해안시대의중심인천송도컨벤시아3~4홀에서개최합니다.

전시 참가품목
Exhibits Profile

http://www.wel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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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으로용접.금속인여러분을초대합니다.

참가신청안내
Application Guidelines

•신청기간: 2023년1월30일까지선착순신청접수로부스배정은신청업체순으로배정(부스소진시조기마감)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당사소정양식) 및사업자등록증사본을Fax 또는E-Mail로송부와함께계약금50% 입금

전시 참가비용

전시회참가비용

기본부스(9㎡)

2,600,000원

독립부스(9㎡)

2,250,000원

기본부스(9㎡)

USD 2,800$

독립부스

USD 270$/㎡

구 분
국내업체(￦) 해외업체($)

◎주의사항 : 부스배정은참가업체순으로주최자가면적등을고려하여배정하며부스소진시조기마감될수도있습니다.

※기본부스의최소참가면적은 9㎡(1booth)이고독립부스의경우최소참가면적은 18㎡(2booth)이상 입니다.

- 

10%

10%

0% 

-

10%

10%

0% 

40% 

30% 

20% 

0% 

40% 

10% 

- 

0%

2,600,000원

2,600,000원

2,600,000원

2,600,000원

구 분 광고주할인 전년참가할인 조기신청할인 최대할인 참가비용 최대 할인금액

1,560,000원

1,820,000원

2,080,000원

2,600,000원

2022년06월30일마감

2022년12월30일마감

2023년01월30일마감

2023년01월30일이후

◎주의사항 : 전시참가비용의할인율적용은최대50%까지적용하며조기신청계약시에는반드시계약금납부일을기준으로합니다.

•독립부스
전시참가신청자가전시주최자로부터전시면적만을제공받아출품업체가지정용역업체를선정하여전시장치를

설치및디자인을자체적으로전시부스장치공사를하는부스를뜻함
1⃞독립부스의최소신청면적은2부스(18㎡)이며장치공사시공시전시구조물의높이는전시장바닥으로부터5M를초과할수없다.
2⃞독립부스출품업체는장치공사시도면을제출하여주최자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고조명사용시반드시전기를신청하여야한다.

•기본부스
전시참가신청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주최자가조립식으로된

부스장치를일괄적으로시공하여주는전시부스를뜻함

기본부스제공내역

제 공 내 역

폭1m×높이 2.4m 백색패널을알루미늄프레임으로설치

폭0.3m로전면상단에설치, 전시자상호동일글자체로부착

1부스당 40W 형광등 2개, 2구 1[A] 전원콘센트 1개설치

파이텍스카페트시공

업체당안내데스크 1개, 의자 1개제공

구 분

①조립부스형태

②상호.간판

③조명.전력

④부스바닥형태

⑤기본제공내용

기본부스 전시 참가비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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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2023년4월12일(수)~14일(금) 3일간- 인천.송도컨벤시아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

아시아중심의새로운국제용접.판금시장을개척하겠습니다!!

경기평택.아산공단 군산조선&철강공단 영암대불국가공업단지

시화국가공업단지 안산국가공업단지 경기화성지역공업단지

남동국가공업단지 경서국가공업단지 김포.강화공업단지

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에서용접.판금.절단.레이저.금속가공설비의새로운“이업

종”및“틈새시장”의마케팅의장을마련하고새로운전력적전시회로도약을준비하

고자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에서새로운도전을시작합니다.

대불공단•평택아산공단•안산공단•시화공단•남동공단•경서공단등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에서용접•
판금•절단•레이저•금속가공설비의 새로운마케팅시장에서용접.금속인의도전을기다리고있습니다.

2022년4월12일~14일(3일간)  장소: 인천송도컨벤시아

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서해안시대의중심지인천으로용접.금속인여러분을초대합니다.

http://www.metal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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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8th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제8회국제용접및판금.레이저설비산업전시회)" 참가를희망하시는업체
는앞서아래참가규정사항을빠짐없이참고하시길바랍니다.

1. 용어의정의: "전시자"라함은본전시회참가를위하여참가계약서및신청서제출과함께계약금을납부한회사, 조합및단체를말한다.
"전시회"라함은, "The 8th iWeldex and Sheet Metal Korea 2023(제7회인천국제용접.절단및레이저설비산업전)"을말한다.

2. 전시품
2-1. 전시품은전시목적및성격에배치되어서는안되며, 주최자의사전동의를얻어야한다.  
2-2. 다음에해당하는전시품은반입을불허한다.
①수/출입, 판매에허용되지않은상품, 중독성약품, 법적으로금지된전시품②폭발성화염물및방사성물질③산업재산권에위배또
는이와비슷한경우에해당하는전시품④화염성도구를이용하는전시품⑤주최자의사전동의없이반입된전시품⑥법적인가가없
는전시품⑦법혹조례, 공중도덕에상충되는전시품등
2-3. 전시장내주최자의별도허가없는판매행위를금지하고, 타업체와의경쟁을위한홍보용마이크사용을 불허한다.

3. 전시부스배정: 주최자는계약금납입순서, 참가규모및기타합리적인기준에의거전시장내각업체의위치를배정한다

4. 계약, 신청및참가비납부절차: 참가계약서및신청서는사무국에제출하여야하며, 이와동시에참가비의 50%를납부하여야한다.
미납금은2023년2월28일까지전시사무국에최종납부한다.

5. 설치및철거
5-1 설치 ㆍ2023년4월10일(월) ~ 2023년4월11일(화) 08:00 - 17:00
5-2 철거 ㆍ2023년4월14일(금) 17:00 - 22:00  
5-3 유틸리치신청. 
⑴전기 : 1 부스당1㎾(단상220V)를무료제공(기본부스의경우). 추가전기신청에대한금액은전시자가지불한다.   
⑵전기[1 부스당1㎾(단상220V)] 이외의유틸리티신청에대한금액은전시자가지불한다.  전시품설치및철거는주최자가규정한기
간내에완료되어야하며, 전시자는지연에따른손실이나전시장에대한손상에대하여주최자에게보상하여야한다.
6. 보험, 보안및안전: 전시자는전시기간은물론설치및철거기간동안모든기재및전시품에대하여보험에부보할수있다. 주최자는
전시자및참관객의권위를보호하기위하여전시장경비를운용하나, 전시자의모든물품의도난, 파손, 분실등에대한책임은전시자가
부담한다. 장치물및전시장내의모든자재는소방법규에따라적절한불연처리가되어야한다. 주최자는고의또는과실로화재, 도난,
파손기타사고를발생케하여주최자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전시자가전적인책임을지며전시품등에대한보험가입역시
전시자의책임으로한다.

7. 참가취소
7-1. 전시자는주최자의동의없이전시회참가신청을취소또는종료하지못한다. 
7-2. 주최자가전시자의취소및종료에동의하였을경우, 전시참가자는대표이사직인이날인된"전시참가취소공문"을주최자에게반
드시서면접수해야하며, 다음에정한위약금상당액을지불하여야한다. 단, 기 납입된참가비는동위약금으로차감하며, 부족시추가
납입하여야하고, 잉여시반환한다
ㆍ2022년12월30일이전참가취소 - 참가비의 50%를위약금으로납부
ㆍ2023년2월28일이전참가취소 - 참가비의 80%를위약금으로납부
ㆍ2023년3월1일이후참가취소 - 참가비의100%를위약금으로납부
7-3. 환불(반환) 금액에대해서는이자를지급하지아니하며위약금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를발행하지않는다.

8. 전시회변경및취소
8-1. 주최자는국가위기상황이나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사정으로개최일및장소를변경할수있다.  
8-2. 주최자는전시목적에합당하지않은업체의참가를취소하거나계약을무효화할수있다.  
8-3. 주최자는위8-1,8-2 조항에대해발생하는참가업체및개인의불이익에대한책임을지지않는다.

9. 폐기물처리
9-1. 전시기간동안전시자부스에서발생한폐기물은전시자의책임으로한다.  
9-2. 전시기간마지막날전시자는폐기물처리비용을주최자에게지불해야만한다. 주최자는즉각적으로그비용에대한영수증을발
행한다.

10. 방화규칙: 장치물및전시장내의모든자재는소방법규에따라적절한불연처리가되어야한다. 주최자는고의또는과실로화재, 도
난, 파손기타사고를발생케하여주최자또는타인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전시자가전적인배상책임을지며전시품등에대한보험가
입역시전시자가책임으로한다.

11. 보충규정: 주최자는필요한경우참가규정에명시되지않은보충규정을제정할수있으며, 전시자는이를준수하여야한다. 전시자는
인천.송도컨벤시아의제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12. 분쟁해결: 본참가규정에관한주최자와전시자간에발생하는분쟁및기타쌍방의권리및의무에관한분쟁은주최자의관할법원에
서대한민국법에따라최종적으로해결한다. 주최자의관할법원에의해내려지는판정은최종적인것으로당사자쌍방에대하여구속
력을가진다.  

TThhee 88tthh iiWWeellddeexx aanndd SShheeeett MMeettaall KKoorreeaa 22002233 참참가가규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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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WWeellddeexx aanndd SShheeeett MMeettaall KKoorreeaa 22002233

보내실 곳:메탈넷코리아(Metal Network Korea Company)
32106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옥파로 665-17
TEL: 041-675-5031    FAX: 041-675-0280
http://www.metalkorea.or.kr E-mail: weldingkr@hanmail.net

회사명칭

대 표 자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인 터 넷

전시담당

전시품목

공급업체

신청면적

부스형태

(V 표시)

VAT 별도

비용납부

부스위치

국 문

영 문

한 글 영 문

팩스번호

E-MAIL

부 서:               직 책:             성 명: 

(      )M × (      )M = (       )㎡ 기본부스 단위는 3×3=9㎡ 1부스 임

*기본부스(   ):표준부스(Space and Shell) 전시스텐드용 조립식부스 포함신청

표준부스 3×3=9㎡/1부스(최소신청 1부스/9㎡) 2,600,000원× (      부스)  =

원 × %(할인율) = 참가비용:                          원

*독립부스(    ): 표준부스(Space onlyl) 전시장 면적만 사용

참가비용: 250,000원/㎡× ㎡(최소18㎡)× %(할인율) = 원

•지정은행: 농협은행 •계좌번호: 335511--00997733--66445522--7733    •예금주: 메탈넷코리아

부스위치도면상의도번(Booth NO.): 

■유 첨: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자사본 1부를 보내주시고 제품카탈로그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상기와 같이 전시참가 계약을 약정하고 참가비의 50%인 원(VAT별도)을

본 계약 체결시 납부하고 위와 같이 전시회 참가를 신청하고 전시 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잔액은 전시개시 2개월 전까지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전시참가 계약 취소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직인)

메탈넷코리아 신청서 보내실 곳 FAX: 041-675-0280

전시회 참가신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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