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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CYCLE 2021

제 2회 수원국제물순환박람회

2021.11.18(목) ~ 20(토)

수원컨벤션센터

동시개최 K-TOILET SUWON 2021

www.k-watercycle.com

화장실 및 하수처리 시설 종사자

공무원

일반인

인테리어 및 건축계열 종사자

연구원

학생

38.2%

28.2%

17.1%

10.3%

4.0%

2.2%

참관객 유형

구매 및 상담

신상품 및 기술정보수집

관계자네트워킹

일반관람

신규거래선 확보

창업목적

차기 전시참가검토

38%

23%

11%

10%

10%

6%

2%

참관목적

33.1%

28%

25.6%

7.2%

6.1%

하수처리 기술 및 설비

화장실 제품 및 설비

화장실 인테리어

이동식 화장실

비점오염 관련 기술

관심분야

2019 전시회 결과

해외수출상담회 실적

상담횟수 : 60건
상담액규모 : 16,156,100 (USD)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바이어 31% 33% 36% - -

수출업체 58% 29% 10% 3% -

부스수
217부스

참관객수
8,021명

참가사수
102개사

주관주최



참가신청

독립부스 (3m x 3m)

2부스 이상부터 신청 가능
바닥면적만 제공

*참가업체가 별도 시공사 선정

조립 부스 (3m x 3m)

벽체, 바닥카펫, 부스 내부조명(3), 
간판조명(2), 전기1kw, 접의자(2),

안내데스크(1), 업체명간판(국/영문)

프리미엄 부스 (3m x 3m)

조립부스와 동일한 사양에
라운드테이블(1), 접의자(1) 추가
상호간판 및 전면부 LED패널로
주목도가 높고 가시성이 좋음

1,600,000원 1,900,000원 2,200,000원

부스참가비  VAT별도

스폰서쉽  VAT포함

K-WATER CYCLE 2021 SPONSOR

금액 제공혜택

10,000,000원 독립4부스 + 홈페이지, 홍보인쇄물, 출입증, X배너, 가이드북, 공식 보도자료 등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한은행 140-010-368948 (주)더페어스

부대시설비

전기 (kw) 인터넷 (port) 급배수 (개소) 압축 공기 (개소) 고객관리시스템 (대)

50,000원 (부스당) 150,000원 200,000원 200,000원 200,000원

참가비 할인혜택

구분 할인금액 비고

코로나상생협력프로젝트 50%할인 10/22까지

기참가 10%할인 2019년도 참가기업

*중복할인불가

행 사 명
전시기간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 예 정 )

동시개최

부대행사

K-WATER CYCLE 2021
2021년 11월 18일(목) ~ 20일(토)
수원컨벤션센터(광교)
수원시
(재)수원컨벤션센터, (주)더페어스
환경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세계화장실협회, 한국화장실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K-TOILET SUWON 2021

K-TOILET 아젠다21 심포지엄 (부제 : 물순환의 원천, 화장실)
K-WATER CYCLE 온라인 전시관
국내외 바이어 비대면 수출상담회

세계적인 물순환 환경도시 수원수원!
새로운 물환경의 
선도적 입지선도적 입지를 만들어갑니다!

행사개요 및 전시품목

하·폐수처리, 오수정화처리, 슬러지감량화, 물탱크, 맨홀커버, 부식방지, 중수도, 멤브레인, 
미생물 생장, 펌프·밸브, 설계·시공, 스마트통합물관리기술(IoT 5G기술 적용 관리 시스템)
빗물이용시설(저류조, 초기우수배제장치 외), 인도포장투수블럭(가로수보호대, 투수블럭 외), 
비점오염 저감기술, 침투도량, 옥상녹화, 빗물정원
여과장치, 살균장치, 순수제조장치, 역삼투막장치, 필터, 수질측정기, 약품, 미생물, 
하수관로청소장비, 수질관리대행, 관세척, 공급과정 수질계측기, 자동 배수장치(드레인)
상수도생산공급 서비스, 상하수도 플랜트, 상하수도관, 이음관

기술 및 설비

비점오염

장치 및 기기

관로

물순환분야

유해가스처리, 배연탈황·탈질처리, TMS, 실내공기개선제품
음식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가스처리기술, 집진기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전자제품, 친환경공기질제품, 친환경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환경·바이오·나노화학·화학첨가제

스마트 물순환 산업에 앞장서는 ‘수원시’
- 수원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구축
- 수원시-삼성전자 환경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2019)
- 세계 최대 규모 하수재이용 사업추진 (2019, 325,000t㎡/일)
- 제 4차 아태환경장관포럼 유치(2020)

국내유일 화장실 및 물순환산업 리딩BIZ플랫폼,  
K-WATER CYCLE 2021
물순환 산업 네트워킹의 중심 ‘K-WATER CYCLE 2021’
- 국내외 신규 시장 개척과 새로운 바이어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장
-  전국 화장실, 환경, 위생관련 공무원 연구소, 공공기관 담당자,  

친환경, 위생 방역관련 B2B투자자 대거 참여
- 스타트업 및 신규 참가사의 유통판로 개척

대기
폐기물
친환경
화학

기타환경분야

한국의 물순환 산업과 수원시

K-WATER 
CYCLE
2021 * 참가신청일로부터 7일 내 계약금 납부 (참가비의 50%)

* 전시개최 1개월 전 잔금 납부 (10/22까지)

K-WATER CYCLE 홈페이지 접속  
(www.k-watercycle.com)

참가안내 메뉴  온라인참가신청

 온라인  
참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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