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소재
기능성 필름

Flexible Hybrid Electronics  

Wearable・차세대 IoT디바이스

Surface Decoration and

Product Design

재료설계솔루션 Zone

기계・기기 Zone

복합재료 Zone

신기능페이퍼・섬유Zone소재 Zone

2020년 월 일（수）～1 29 31일（금）

도쿄 빅 사이트 서3・ 4Hall

컨버팅테크놀로지종합전 2020

주최：주식회사 가공기술연구회 공동주최：주식회사 JTB Communication Design Convertech 검색

출전안내
입장객의 관심분야 ※일부발췌

코팅, Slitting, Laminating
코팅제, 접착제, 점착제, 유전성잉크

Flexography, 디지털인쇄, 잉크젯장치셀루로스 나노화이버와 응용사례, 나노소재

유기EL디스플레이용수지재료, 유기TFT, 

Printed Electronics를활용한각종센서
Film Insert・

InMold기술
탄소섬유복합재료, 카본섬유가공기계, 금속대체재료

Strechable・Wearable Device, Flexible・Hybrid・Electronics 인쇄기술에 AI활용 ,  자동인식 등

RFID・NFC・IC카드 열전도, 방열, 단열재료 자동차내/외장의가식기술, ＣＭＦ디자인 자동차의EV화, 전고체전지

의료, 화장품재료, 인공피부 생활환경을쾌적하게하는상품개발관련
접었다폈다할수있는

금속가공기술
Biomimetics

2019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1월 2월

▲

6월28일(금)

출전가신청

유효기한

▲

9월30일(월)

출전본신청

마감일

▲

10월25일(금)

출전자설명회

10월31일(목)

입금기일

12월 상순

각종

제출서류

마감일

1월27일(월) 〜 28일(화)

반입・설치

1월29일(수) 〜 31일(금)

전시회 개최 10:00〜 17:00

세미나 청강자

298사

549부스

●개최까지의일정

개최 스케쥴(예정)

도
쿄

빅

사
이
트

）

2019년

1월30일(수)〜2월1일(금)
소재존／신기능페이퍼・섬유존
경량화재료존／시제품・수탁존

2020년

1월29일(수)〜31일(금)
기계・기기존／재료존／신기능페이퍼・섬유존
복합재료존／재료설계솔루션존／시제품・수탁존

2021년

1월27일(수)〜29일(금 )

입장객수

2월14일(수) 12,921명

2월15일(목) 14,504명

2월16일(금) 17,012명

44,437명

3일간합계

출전자수

20.7% 23.6%16.5% 14.1%

33.8%

수지・기초재료
（종이, 부직포,
필름, 박막등）

11.8%

15.6%

14.1%

17.6%

재료 메이커

26.1%

인쇄・가공업

20.1%

9.0%

가공제품 유저6.4%

기타
21.0%

마케팅

38.2%

제품개발・설계
연구・개발（응용연구）11.3%

생산관리・제조기술

19.1%

10.3%

0.8%

연구・개발（기초연구）3.9%  

경영기획・사업개발5.1%

경영자6.8%

기타（정보・서비스등）

4.3%

영업・판매・

Q2 업 종 Q3 직 종

입장객 데이타

［전시회사무국］

주식회사 JTB Communication Design

Celestine Shiba Mitsui Bldg.

3-23-1 Shiba, Minato-ku, Tokyo 105-8335, Japan

TEL: 03-5657-0761 FAX: 03-5657-0645

E-mail: ● 신기능성재료전

● Jflex

● 3차원표면가식기술전

kinousei@jtbcom.co.jp  

jflex@jtbcom.co.jp  

convertech@jtbcom.co.jp

［출전에 관한 문의］

주식회사가공기술연구회

VORT IwamotochoⅠ, 3-4-6 Iwamoto-cho, Chiyoda-ku, Tokyo 101-0032, Japan

TEL: 03-3861-3858 FAX: 03-3861-3894

E-mail: ●신 기 능 성 재 료 전

● Jflex

● 3차원표면가식기술전

kinousei@ctiweb.co.jp

jflex@ctiweb.co.jp  

con@ctiweb.co.jp

2018年開催実績 출전신청요령

1부스 플랜 ※2부스・3부스 플랜도 있습니다.

●신청부스수 및 출전요금 ●패키지부스 플랜 안내（1부스：3m×3m＝9m2）

서면에 의한 해약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함.
해약료율

2019년9월30일（월）까지 청구액의 50％

2019년10월1일（화）이후 청구액의100％

）

기 업 1부스¥320,000 (세별)

독립법인・공공기관・
해외파빌리온・학교각연구실

1부스 ¥160,000 (세별)

출전자프레젠테이션（30분） 1회 ¥100,000 (세별)

※재료설계솔루션죤에 한해,  프레젠테이션 15분×2회 셋트를

¥80,000(세별)로 준비하고있습니다.  상세는사무국으로문의하여주시길바랍니다.

※적용세율에관해서：2019년 3월 31일까지 본신청의 경우, 소비세율 8% 적용.

2019년 4월 1일이후 본신청의 경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스위치는출전내용, 부스 수를 감안한 다음에 신청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가격：￥120,000 (소비세별도/※예정)

소재：시스템 판넬
※패키지부스요금은 참고가격입니다.

※그림은이미지입니다.

다품종소량생산
가공기계・성형장치

3차원 표면가식 기술전2020

시제품・수탁Zone

(3Decotech Expo2020)

Converting
Builds Value

신기능성재료전 2020
신기능성재료전 2020 3차원

표면가식기술전
선진인쇄기술전

2018년 2월14일(수) ~ 16일(금)
도쿄빅사이트동Hall

출전자수 부스수

227 419

42 76

29 54

계 298 549

신기능성재료전 2018

3차원 표면가식기술전
6,003명

Q1 특히종사하고있는산업분야는 ?

신기능성재료전 2018

수지・기초재료
(종이, 필름,
부직포, 박막등)

인쇄・가공업・
수탁가공업

도료・잉크・
첨가제

인쇄・가공업・
수탁가공업

종합전기・가전 ・
전자 ・반도체

수지・기초재료
(종이, 부직포,
필름, 박막등)

3차원 표면가식기술전

인쇄・가공업 ・
수탁가공업

자동차・
운송 ・운수

17.4%

인쇄・가공가계/
관련기기메이커

상사・유통

●신청방법

전시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DF 신청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메일 혹은 FAX로신청하여주시길바랍니다.

1. 가신청유효기한：2019년6월28일（금）

신 청마 감일 ： 2019년9월30일（월）

※가신청유효기한까지정식신청서가주최자에게제출되지않을경우, 혹은서면으로본신청으로변경한다는연락이없을

경우에는, 주최자는가신청을파기할권리가있습니다.

※마감전이라도예정된부스수가다차는대로마감이되므로조속히신청하여주시길바랍니다.

2. 입 금 기 일：2019년 10월31일（목）

※청구서에기재된일시가 상기와다른경우, 청구서에기재된 일시까지출전료를지정계좌로입금하여주시길 바랍니다.

3. 출전신청의 취소：출전신청서 제출 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사무국에서어쩔 수 없다고판단한 경우에는취소를인정하여, 우측의 기준으로해약료를지불하셔야합니다.

※단, 가예약기한을제외합니다. 상세는 출전신청서「뒷면규약1.」을확인하여주시길발바니다.



◉섬유 ◉의료・의약품
항공기등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고, 종래에는폐기되고있던CFRP 다른분야융합의관점에서재생의료에적용할수있을것 같은소재, 

자투리에서발생한리싸이클탄소섬유의이용・응용분야에관심이있다.                                  디바이스를 찾고있다.

◉전기・전자기기・종합전기 ◉복지
200℃이하 고온가열공정(焼成)하고, Glass에국한하지 않고가까운 고령자복지, 장애자복지, 특별지원교육, 재활분야에서장애자 3D

조립막을 제작하는 Glass도료를 찾고있다.                                             Modeler육성・시제품 제조사업의 파트너를 찾고있다.

◉의료기기제조업 ◉상사
착용감이 좋은 콘텍트렌즈 개발을 위해, 수중에서의 표면상태측정 방부・흰개미 퇴치 ・모양새에 안정성이 있는 목재를 이용한 옥외

(표면강도, 수화층의 두께 등), Tribology관련, 렌즈의보수(保水)성등 사용에적합한상품의기획개발・협업할곳을찾고있다.

좋은 착용감과 상관이 있는 측정밥법을 찾고 있다. ◉상사

◉반도체・전자부품제조업 자동차・ 트럭메이커 및 건축자재 메이커를 위한차세대 재료, 특히
μ ｍ단위의스페이스에금속잉크로나노입자를넣고싶으며, 해결가능한 도료를대신할필름을찾고있다.

기업・연구기관을찾고있다.

「구부러지고・늘어나고・이어지고」

5G시대에 공헌 할 flexible device 전문전

5G시대의 디바이스에는 지금까지의「가볍고・얇고・큰면적」을실현하는기술뿐만아니라「구부러지고・늘어나고・

이어지는」이라는기능이요구되어지고있습니다.

사람의바이탈센싱을읽어들이는 Wearable단말과 자동차의시트센서를비롯, 접고펼수있는디스플레이와배터리, 곡면에

부착할수있는센서등, 새로운일렉트로닉스를실현하는소재와기술이결집합니다.

［소재］Flexible substrates(수지필름, textiles,종이, 금속박막, Glass등)／유전성재료(금속미립자분산잉크, 카본계잉크,

유전성pastes, soldering pastes)／절연재료・ Sealing materials／반도체(유기반도체, 화합물, 반도체등)／기타기능성재료

(형광・ phosphorescent dyes, haptic・piezoelectric materials , 열전재료 등)／접착제・기타코팅제

［프로세스기술］Patterning (스크린인쇄, 그라비아인쇄, flexo인쇄, 옵셋인쇄, 잉크젯인쇄, 열전사, photolithography 등)／

코팅(slit-die, spray, spin, dip, vacuum deposition, sputtering 등)／광프로세스(pattern exposure, ablation, annealing, 

surface modification 등)／ Nano-imprint(thermal ・ optical nano-imprint, mold making, molding ・ release)／건조・경화・

Sintering 등

［디바이스］유기TFT（디스플레이, 센서)／유기EL(디스플레이, 조명)／디스플레이(액정, 전자페이퍼, LED)／태양전지(색소증감, 

OPV, perovskite 등)／ Flexible batteries (1차전지, 2차전지, 고체전지 등)／물리센서(압력・가중센서, 온도・습도센서, 변형센서, 

진동・가속도센서, 광센서등)／케미칼・바이오센서(냄새센서, glucose센서, EMG・ECG, 호흡센서, 혈당치・요산치・유산센서등)

／생체인증／무선디바이스(RFID, 무선전기공급 등)／기타

［계측・분석］Onsite계측・분석／Embedded측정・분석／신규측정・분석법／현미경・ Probes／내구성・신뢰성평가／기타

［소프트웨어］가시화소프트웨어／AI (cloud, edge)／시큐리티／서비스／개발툴／기타

의장(意匠)과기능을융합하여새로운

가치를만들어내는「가식기술」전문전

제품의 가치는 디자인은 물론 시작, 촉각, 사용편리성, 거기서 생겨나는 애착 등 그요인은 여러방면에 걸쳐있습니다.

「3차원표면가식기술전」은 제품의 의장성(意匠性)과 기능성을 부가하는 기술과 재료에 관한 전시회입니다.

테크노트렌드의 정보발신은 물론, 소비자와 디자이너・브렌드전략담당자 등을 초대하여 매력있는 제품만들기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가식필름・전사박막］in-mold용라미네이트필름／in-mold용전사필름／오버레이 전사필름／오버레이 라미네이트필름 ／

수압 전사용필름／증착(蒸着)필름／전사박막／홀로그램 필름／기타

［가식・전사장치］3차원가식성형기술／insert성형／in-mold 라미네이션／in-mold 데코레이션／표면가공기술／

트리밍장치／각종금형／기타

［가공기술］각종가식기술／각종성형가공／graining ／hair lining ・ sandblasting ／heat & cool성형／decorative plating ／

도장기술／gloss application／마감기술／디자인・설계／기타

기 간 2020년 1월 29일（수）〜 31일（금）

회 장 도쿄빅 사이트서3・4홀

주 최 주식회사가공기술연구회

공동주최 주식회사 JTB Communication Design

출 전 자 250사 500부스（예정）

입장객수 50,000명（예정） ※동시개최전포함

컨버팅테크놀로지종합전 2020

“새로움”부가가치를창조하는기능성소재종합전

격심한 해외시장으로부터의 좁혀지는 격차, 그에 대항하기 위해 늘새로운「가치」와 「기능」을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능성재료전」은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재를、그때그때의 트렌드에 맞춰 제안드립니다.

기계・기기 Zone

Coater／진공박막장치／ Laminator ・점합(貼合)장치／인쇄기계／ Slitter ／ Rewinders ／

필름제막장치・관련장치・기기／검사장치／각종제어장치・기기／각종롤러／

web handling관련장치・기기／먼지・정전기제거장치／절단기기／시험・계측・분석기기／ 조립・분쇄・

혼합기기／그외 주변기기

소재Zone

［기능성 소재］코팅제・도료・잉크／접착제／점착제・이형제(離型剤)／ Anchor Coatings ／

Emulsions ・ 캡슐 재료／각종기재필름／금속박막／Glass・무기고분자／복합재료／ 기타

［기능성 수지・기능성 첨가제］합성수지・엔지니어링 플라스틱／Elastomer／Antistatic Reagents ／

분산제 나노소재(나노입자・CNT・ Graphene)／열관리 재료(방열・열전도성）／경화제／계면활성제／

소포제(消泡剤)／각종방지제／ polymerization initiators ／ modifiers／가공안료／ Master Batches ／

전지재료／기타

［고기능필름］광학필름／전기재료필름／태양전지・2차전지・연료전지용필름／

High-barrier films ／내열성필름／Hard coat films／투명도전필름／자동차・산업용필름／

포장재료／의료용필름／건축자재용필름／Sign인쇄용필름／기타

기능종이／종이・특수지／펄프・원료섬유・제지원료／목질계재료（셀룰로스・CNF・ biomass plastic）／

제지용약품／부직포／기능성섬유・섬유시트・복합재료／필터／ separators／ biomass원료・재료／

제지기계・펄프기계・도포기계・부직포제조설비・분쇄기／제지기술・종이가공기술・2차가공기술／기타

복합재료 Zone

경량화수지소재(열가소성수지・열경화성수지・CFRP・GFRP・복합재료）／

Composites재료（CNT・CNF・Glass섬유・기타 fillers）／복합화기술・장치／접합기술／

각종 표면처리기술／기타

재료설계

솔루션 Zone
재료시뮬레이션(Micro구조・분자시뮬레이션・MI）／모델링（물성・구조예측 등）／

재료프로세스 시뮬레이션／ 해석툴（빅데이터해석・통계해석 등）／기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컨설팅

시제품・

수탁Zone

［수탁가공비지니스］수탁도공／점착가공／라미네이트가공／도장기술／표면처리／ slitting・cutting, 

die-cutting, punching ／ knurling ・엠보싱／표면처리기술／표면연마기술／ contracted manufacturing／

수탁합성／배합기술／분산기술／분쇄기술／수탁제조／수탁제막・박막부착기술／기타

［그외서비스］연구수탁・분석／측정서비스／소량 시제품 제작／테스트생산・OEM／

시험판 제작 등의 R&D지원서비스／컨설팅／기타

●신규용도개척・ 제안

●사업파트너 발굴

●시제품・수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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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출전자 입장객

●연구 ・개발 ●제품개발・설계

●생산관리・제조기술

●Electronics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헬스케어

●건축・인테리어 ●연포장 (軟包装 )

●농업・식품 ●전지

●어뮤즈먼트 ●스포츠・재활

●기능성 소재・필름

●필름Deposition・가공장치
Coater、Laminator、Slitter

●가식기술・장치

●인쇄기기・수탁가공기술
● Flexible ・Hybrid ・Electronics 伸
● Printed Electronics

● Wearable・차세대IoT디바이스

“만나고픈”사람을 “만나게 ” 해드립니다.！비지네스매칭시스템
상담 상대를 간편히 검색！ 키맨과 멧시지교환

두분의 빈 시간에 상담약속이 자동설정!
세계최대급의나노테크놀로지전시회 와공동개최！

개최개요

출전대상 2020

1F

서 4홀

서
3

홀

배치도

신기능성재료전 2020

3차원 표면가식기술전

입장객의과제

신기능성재료전 2020
기계・기기Zone

복합재료 Zone

소재 Zone

재료설계솔루션Zone

신기능페이퍼・섬유Zone

시제품・수탁Zone

신기능페이퍼・

섬유 Zone

국제나노테크놀로지종합전・기술회의

3차원표면가식기술전2020

요구가 다양화・복잡화하고, 늘상 변화하는 현재, 개발에서는 시장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는 물론, 현장이 추구하는

효율적인 제조기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G 에 의한 통신의 속도・대용량화는, 자동차와 가전, 생산용로보트 등,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을 떠 받들고 있는 가공기계・기술, 고부가가치재료, 생산디자인, 과제를 해결하는 설계・개발솔루션….

“업계”라고 하는 개념을 탈피한 기술과의 만남으로, 이노베이션의 씨가 탄생하는 장소이길 바랍니다.

얼굴을 맞대지 않고서도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된 현대야말로, 저희는 업계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밀도 높은 Face to Face 
의 “만남” 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