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ECP 연혁

유럽 화학 파트너십의 본거지

참가자
국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홍보
회의
큰손 기업 및 투자자

1st ECP
16.02.17
135
15
37
22
104
40

2nd ECP
23.02.18
505
31
183
106
1,208
93

3rd ECP
26.02.19
812
40
218
110
2012
114

지금 등록하십시오!
www.european-chemistry-partnering.com

4th ECP 27 February 2020
5th ECP 23 February 2021
6th ECP 17 February 2022
행사 언어: 영어
www.fb.me/euchempa
@EuChemPa
www.linkedin.com/groups/8675175
www.instagram.com/euchempa
t1p.de/euchempa
Visit the ECP Website

partnering@european-chemistry-partnering.com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내일의 혁신을 창조합시다!

유럽 화학
파트너십
화학공업 및
관련된 모든 사업 분야에 적합한 독특한 스피
드 데이트

ECP 개요
핵심

파트너십 미팅 6시간 (각 20분)
및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홍보 6시간 (6분)
및
기업 발표 (큰손 15분)

프레임

사업 기조 연설 1회
플러스
스폰서 워크숍 (각 60분)
및
전시
ECP는 모든 면에서 역동적입니다. 오직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에 전념하는데, 단지
기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기능 및 상호작용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트워킹

“

주제

롭 반 데어 메이, 투자 관리자, Capricorn Venture
Partners, 벨기에 뢰번 소재

”

유럽 화학 파트너십은 유럽에서 저희 산업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

미카엘 브란트캄프 박사, 국장, High-Tech
Gründerfonds

몇 번의 비공식 토론 기회는
ECP 전날, 당일, 다음날에 있을 “만남의 장”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화학, 생물경제학, 디지털화,
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애널리틱스,
폴리머, 신소재, 빅데이터,
순환 경제, 바이오재생 등

“

정말로 인상적인 점은 수많은 전문가를
단 하루 동안
에 전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

알렉산더 리트비노프 박사, R&D 선임 부사장,
SIBUR LLC, 러시아 모스크바 소재

덕분에 저희 프로젝트는
“홍보ECP세션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일대일 미팅을 통해 의사결정권자와의 협업
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시몬 비드마이어 박사, CEO, Aquarray GmbH,
독일 에겐슈타인-레오폴트샤펜 소재

“

제가 대화했던 이들은 전부 기꺼이 경험을 나
누고 사업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젊고 혁신적
인 참가자들과 경험이 풍부한 참가자들의 멋진
조화 덕분에 파트너십이 즐거웠습니다. 

”

고르다나 호프만-요비치, 프로세스 공학 담당자,
Infraserv Knapsack

“

업계에 초점을 맞춘 점이 마음에 듭니다.
ECP 덕분에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했어요. 

”

다니엘라 리베조, GFBiochemicals Europe BV, 부장
네덜란드 BD, 게엘렌 소재

구식 경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라면화학을
ECP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

토마스 레너 박사, 컨소시엄 기업 R&D 부사장,
Wacker Chemie AG, 독일 뮌헨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