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InterBattery? InterBattery 2019

전시품목

제조기기

캐퍼시터

검사/측정장비 기타

소재 및 부품

리튬이온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공

기전지 (Air Cell), 에너지저장장치, 니켈수

소전지, 기타 충전 배터리 및 저장기술 등

전극제조장비, 믹서(Mixing Machine), 

코 팅 장 비 ,  화 학 증 착 장 비 ( C V D 

Equipment), 건조설비, 압축가공기, 

Slitter/Cutter/Stamping 장비, 권선기, 

조립장비, 절연기 등

전기이중층캐퍼시터, 하이브리드캐퍼

시터, 전해 캐퍼시터, 리튬이온 캐퍼시

터, REDOX 캐퍼시터 등  

충방전 테스트 장비,  Impedance 

Measuring Equipment , Filling 

Measuring Equipment, 절연계, Life 

Tester 열화 시험장비, 안전측정 장비 등

EV용 배터리 및 어플리케이션, Dry 

Room/Humidity Regulator, 배터리케이

스, AC/DC컨버터, 변압기, 전기차단기 등

양극재료, 음극재료, 전해질, 분리막, 집전

장치, 기압환기구, 전극 포이르 절연튜브, 

활성화 탄소, 이온액체, 수소 흡장 합금 등

충전용 배터리

3 에너지 분야 대표 전시회들과의 통합 개최(Energy Plus)로

전시참가 시너지 효과 극대화

• Electric Fair, Smart Grid Expo 등 에너지 유관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 에너지의 생성, 저장, 전송 및 사용을 한 자리에서 경험함으로써 

    참가업체/바이어 / 참관객 간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Smart City Korea

2 국내/외 배터리 전문가들과 30,000 여명의

바이어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 

• 삼성 SDI, LG화학, SK 이노베이션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 국내/외 바이어, 전지업계 종사자, 완성차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19 전시회 개요

명            칭

장            소

기            간

규            모

동시개최행사

주            최

주            관

부  대  행  사

 InterBattery 2019 

코엑스 B홀

2019.10.16 (수) ~ 10.18 (금), 3일간

200개사 450부스 / 30,000 바이어

Energy Plus (통합 행사규모: 900개사 1,500부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신제품 쇼케이스,

Networking Night, 서울투어, 

바이어 수출상담회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1
• InterBattery는 한국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전지시장의

    미래를 조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충전용 배터리, 소재/부품, 캐퍼시터, 제조기기, ESS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하실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The Key Benefits of 
attending InterBattery 2019

Concurrent Events

Co-located Events

Energy Plus Show Floor

해외참가업체&바이어

숙박 지원

해외참가업체/해외바이어에 한하여 숙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인접 5성급 호텔, 1개사당 3박 지원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Hall C
Smart City Korea
그린&스마트 빌딩, 신재생 에너지,

모빌리티, 인공지능, IoT, 로봇, 

냉난방기기 및 시스템 등

Hall A
Seoul International Electric Fair/
Power Generation Korea
· 발전 및 송배전기기류 전반

Hall B
InterBattery
· 충전용 배터리, 캐퍼시터, 

  소개 및 부품 등

Korea Smart Grid Expo
· 스마트 커뮤니케이션 장비

  /기술,스마트 ICT Solution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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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 무료지원 시티투어 프로그램

· 일시

· 대상 

· 세부프로그램

2019.10.17(목)

19년도 해외 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컨퍼런스 참가자

코엑스 – 북촌 한옥마을 – 한국 전통 문화 체험 및 공연 – 저녁식사

– 서울 N 타워(추후 별도 공지)

On-Site 세미나룸

무상지원

기술개발 성과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산업 교류의 장 제공

참가업체 대상 전시장 내 세미나 룸 무상 제공

지원기자재   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장치 등

바이어 수출상담회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참가업체&바이어간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시회 참가효과  극대화 

No. of consultations No. of contracts

· 일시

· 장소 

· 대상

2019. 10.16(수) – 10.18(금)

비즈니스 상담장(코엑스 Hall A)

해외바이어 – 국내참가업체

DOMESTIC                            USD 15,024,304

OVERSEAS         USD 14,000,000

DOMESTIC                              USD 4,595,670

OVERSEAS           USD 8,200,000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인터배터리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뉴스레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홍보 적극 지원

Up-to-date 

참가업체 소식 및 

업계 뉴스 상시 

업데이트

Newsletter

누적 참가업체/참관객

약 120,000명 대상

월 1~2회 발송

PR News

전시회 개최 전,중,후 

참가업체 신제품 보

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보도 지원

SNS

페이스북,링크드인, 블

로그 등 다양한 SNS 
TOOL을 통한 PR 진행

The Battery
Conference

세계 유수의 전지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전지산업의 

비전과 전략 제시 및 동향 파악의 기회 제공

일  시    2019. 10. 17 (목) ~ 18 (금)

장  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주  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홈페이지   www.tbc.or.kr

Networking 
Night

1 년에 단 한번, 배터리업계 종사자를 위해  국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간 네트워킹의 장 제공

일  시    2019. 10. 16 (수), 17:30 ~ 19:30 (예정) 

장  소   전시장 내 Networking Night Zone (추후 공지) 

대  상   국내외 참가업체, 해외 초청바이어, 

           The Battery Conference, 참여인사 등 총 150인 이내 

참가업체 제품들 중 신제품을 선정하여 별도의 전시 공간

마련을 통한 특별한 홍보 기회 제공

일  시    2019. 10. 16 (수) ~ 10. 18 (금), 10:00 ~ 17:00 

장  소    전시장 내 신제품쇼케이스 특별관(COEX Hall B) 

대  상    국내외 참가업체 중 희망사

New Product
Showcase



InterBattery 2018 by the Numbers

숫자로 보는 InterBatte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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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attery 2018 Analysis 
on International Buyers

Number and Participation
Rate by Country

참가업체 수

189
부스 수

459
전체 참관객 수

24,533
해외 참관객 수

551

Participation Guidelines

Overall Satisfaction Rate

Asia 
59.7%

Europe 

15.6%

North 
America 

5.2%
Middle
East Asia 

3.6%
Central and
South America

2.7%
Oceania

0.9%

Others

12.3%

90.3%

 positive

94.2%

 positive
참가업체 만족도 바이어 만족도

참가절차

부스비 안내

부대시설 안내

참가신청서 작성

2019.8.31 마감

단위 : 원, VAT 별도 / 회원사 :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원사

부스비 총액의 50%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잔금 납부

2019.10.16 (수)

InterBattery 2018 개막

구분 부스형태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조기 신청

(~2019.05.31까지)

회원사 1,900,000 2,300,000 2,800,000

비회원사 2,100,000 2,500,000 3,000,000

일반 신청

(~2019.08.31까지)

회원사 2,200,000 2,600,000 3,100,000

비회원사 2,400,000 2,800,000 3,300,000

구분 단가 비고

전기

단상 220V 
주간 60,000원/kw

24시간 80,000원/kw
주파수 60Hz삼상 220V

삼상 380V

전화

시내 60,000원/대

별도 정산없음시외 80,000원/대

국제 200,000원/대

급배수 및 압축공기 150,000원/개소

인터넷 전용선(LAN) 150,000원/개소

고객 관리 시스템 150,000원/대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부스소재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국/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조립 기본 부스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부스소재  

  전면부 : 조명이 삽입된 블록조립으로 구성
  후면부 :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LED 패널 간판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 시 별도 신청 필요)

프리미엄 부스부스 안내 

부스 이미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독립부스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최소신청단위  2부스 이상

· 높이제한  5m

전시면적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