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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for Waste Management & Recycling
행사개요
•명

칭 | 제12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Re-Tech 2019)

•기

간 | 2019년 8월 28일(수) ~ 30일(금), 3일간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7홀

•주

최 | Re-Tech 조직위원회
Organized by

•주

관 |

주식회사 광륭

• 후 원(예정) |

• 동 시 개 최 | 2019 한국 중장비 부품 및 어태치먼트 전시회(KOHES 2019)

전시분야
고형폐기물 감량 · 수집 · 선별 · 운반 · 처리 · 재활용 장비 및 기술
도시광산 기술
자동차, 전기 · 전자, 유기계, 무기계 등
재제조 제품 및 기술
자동차부품, 건설기계부품, 프린터 · 카트리지, 전기 · 전자제품, 화학촉매 등
스크랩장비 특별관
슈레더, 길로틴, 파쇄기, 분쇄기, 선별기, 압축기, 파봉기, 어태치먼트(집게, 가위, 마그네트)
금속성분분석기, 방사능측정기 등
유기성 폐기물관리 기술 및 시스템
유형별 음식물쓰레기 처리/감량/종량기기 및 시스템, 하수슬러지 · 가축분뇨 처리/감량/자원화
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가스 기술
자원순환 · 재활용 정책,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기술
업사이클링/우수재활용/친환경 디자인 및 제품, 환경솔루션 등

Turning Waste to Value
中, 고체 폐기물 32종
수입금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재개되나'

“태국, 2021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
전면금지”

중국 정부,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中 금지 후 ‘몸살’⋯ 베트남, 말레이시
아도 규제 조치

[아시아경제 2018.11.19]

[연합뉴스 2018.10.14]

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출문제의 원인과 해법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되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2018.12.27]

中, 쓰레기 수입금지 확대…
재활용 기술투자 활발해지나
세계 곳곳 쓰레기 문제 각성, 관련 투자
확대 계기 될듯–영국재활용협회

[파이낸셜뉴스 2018.4.22]

러시아, 몽골등 북방지역
2022년까지 환경분야
수출 1조원

2018년 1월 1일 자원순환법 시행,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앞당긴다
폐기물 재활용 촉진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 시행

북방경제협력위, 제3차 회의 개최⋯
“환경 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러시아와 폐기물처리 몽골과 대기 오염
개선 협력 강화

[머니투데이 2017.12.7]

[연합뉴스 2018.12.12]

국내 유일
폐기물자원순환 전문산업전
Re-Tech (Since 2008)

‘쓰레기 대란’과 ‘에너지 . 자원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확실한 솔루션!
최적의 홍보 . 마케팅 . 네트워킹의 장

폐기물 처리 & 스크랩 재활용 장비

도시광산 R&D 특별관

재제조
특별관

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
순환
자원순환 정책

Re-Tech 2018 개최결과
• 참가업체 수 : 173개 업체( 국내: 137개 사 / 해외: 36개 사 )
• 부스 수: 438부스(국내: 371개/ 해외: 67개)
• 참관객 수: 8,713 명(국내: 8,330명 / 해외: 383명)

전문 컨퍼런스

Re-Tech 2018 참관객 분석
일반관람 및 기타 6%

기 타 1.5%
비즈니스 서비스 4%
유통업 6.4%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
토양복원/환경솔루션
2%

기 타 1%

자원순환정책
6%

대학/연구/교육기관
3.9%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8%

건설/건축업
8.7%

제조
29%

거래·협력·
투자업체 물색
25%

무역업
8.4%
정부/
공공기관
11.8%

재활용
26.3%

정보수집·시장조사
32%

제품·기술 구매
37%

스크랩
리사이클링 장비
21%

재제조
8%

폐금속 유용자원/
도시광산 재자원화
13%

폐자원 관리
(수집.선별.운반 등)
26%

유기성 폐기물 관리
(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가축분뇨)
15%

참가안내
• 참가비용 (부가세 별도)
독립부스(Raw Space) :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Standard Shell) : 면적 + 기본장치 *

2,100,000원/부스

2,400,000원/부스

* 1부스면적: 9m²(3m x 3m /약 2.7평)

* 기본장치 : 부스벽체, 상호간판, 조명, 파이텍스(카펫), 콘센트,안내데스크, 의자

참가신청 마감일 2019년 7월 19일(금)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스 배정 기준 : 참가신청 순서(계약금 납부 기준), 전시 아이템 특성, 참가 규모, 참가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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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 26일(금)							
우리은행 1005-101-458727 예금주 : (주)광륭
※ 참가비 납부계좌 : 						

| 사무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709호 (우)06373
T. 02-599-1557, 1582
F. 02-599-1498
E-mail. info@re-tech.org
www.re-tech.org

's Best Partners

Bosstech

에스제이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