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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장비

명 칭

기 간

주 관

주 최

규 모

InterBattery 2020 

서울 코엑스 A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10월 21일(수) –23일(금), 3일간

198개사 380부스

장 소

부대행사 더 배터리 컨퍼런스(온라인), 한-캐나다 기술세미나, 주한 캐나다 대사관 1:1 화상 상담회, 오토디자인

어워드
전시품목

충전용 배터리 캐퍼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기타



InterBattery 2020은배터리 산업 분야의 대표 전시회로써,
포스트코로나시대 속, 정부의그린뉴딜 정책에따라급증하는배터리 업계의수요에 맞춰

바이어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세계 최고 배터리 업계 전문가 초빙, 

미래 배터리 시장의 다양한 측면 탐구 및 업계 비전과 전략을 모색

The Battery Conference 2020

캐나다와 한국의 배터리 기술들을 소개하고

배터리 업계의 트렌드와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

한-캐나다기술세미나

http://www.tbc.or.kr/


캐나다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매칭 지원

주한캐나다대사관 1:1 화상상담회

글로벌 자동차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한자리에서

오토디자인어워드



[2019] [2020]

175 198
144 194

31 4

484 380
438 376

46 4

참가업체 수

국내업체

해외업체

부스 수

국내업체

해외업체



Zone 주요 기업

충전용 배터리
Rechargeable Battery

제조 기기
Manufacturing 

Equipment

수소특별관
H2World



내년 재참가 의향

95.7% 긍정 검토

전반적 만족도

91.4% 만족

전시 규모 만족도

86%

참관객 양/질 만족도

86% 만족만

족



참관객

수

국내

해외

28,533명
16,217명

27,757명
15,410명

776명
807명

2019년 에너지플러스 참관객

InterBattery 2020 참관객

InterBattery 2020 일별 참관객 수

구분 비율

유럽 52.17%

아시아 30.43%

북미 8.70%

남미 4.35%

기타 4.35%

해외 참관객 국가별 비율

아시아, 30.43%

유럽, 52.17%

북미, 8.70%

남미, 4.35%
기타, 4.35%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기타

구분 일 참관객 총 참관객 수

10/21(수) 4,352명

16,217명
10/22(목) 5,841명

10/23(금) 6,024명

국내 15,410명

국외 807명



업무 분류

업종 분류

개발/설계 2,232 33.4%

설비/유지/보수 385 5.8%

구매/자재 339 5.1%

생산 262 3.9%

품질관리 172 2.6%

영업/마케팅 1,667 24.9%

경영관리 448 6.7%

기타 1,180 17.7%

전기 1,381 20.7%

전자 1,264 18.9%

발전 142 2.1%

태양광/풍력 183 2.7%

자동차 1,173 17.6%

기계/설비 787 11.8%

건설/건축 76 1.1%

환경 150 2.2%

기타 1,527 22.8%

20.7%

18.9%

2.1%

2.7%

17.6%

11.8%

1.1%

2.2%

22.8%

전기

전자

발전

태양광/풍력

자동차

기계/설비

건설/건축

환경

기타

33.4%

5.8%

5.1%

3.9%

2.6%

24.9%

6.7%

17.7%

개발/설계

설비/유지/보수

구매/자재

생산

품질관리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기타



전시회 관람 목적

이전 관람 여부

41.3%

4.2%

15.3%

27.5%

3.6%

3.6%

2.6%

0.4%

0.3%

0.7%

0.5%

정보수집

구매조사

일반관람

업계동향파악

제품/기술구매

협력/투자/제휴업체물색

신규거래선확보

차기전시회참가여부결정

창업목적

기존거래선방문

부대행사참가

67.6%

14.8%

17.6%

1회 관람

2회 관람

3회 이상 관람

정보수집 4,457 41.3%

구매조사 453 4.2%

일반관람 1,647 15.3%

업계동향 파악 2,969 27.5%

제품/기술 구매 391 3.6%

협력/투자/제휴업체물색 394 3.6%

신규거래선 확보 281 2.6%

차기전시회 참가여부 결정 42 0.4%

창업목적 33 0.3%

기존거래선 방문 77 0.7%

부대행사 참가 53 0.5%

1회 관람 3,042 67.6%

2회 관람 668 14.8%

3회 이상 관람 791 17.6%



DM / T.M

- 기간 : 2020년 1월 ~ 10월

- 대상 : 유관전시 과거 참가업체, 유관 기업 등 누적 DB 733개사 대상

- 내용 : InterBattery 2020 참가안내 공문 및 브로슈어 발송(4월 ~ 10월)

참가업체 DB 업데이트 및 참가업체 유치 텔레마케팅 시행(1월 ~ 8월)

참가업체
Co-Marketing

1) 참가업체 대상 업체 맞춤 오프라인 초청장 발송 : 업체별 200부

인쇄물 제작 및

DM(Direct Mail)발송

1) 2020년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2) 2020년 초청장 제작 및 배포

3) Guide Book 제작 및 배포

4) 온라인 디렉토리 북 제작 및 배포

언론 홍보
- 기간 : 2020년 10월

- 내용 : 7여 개의 매체에서 월간지에 전면광고 게재

지면기사 10건(개최 후 8건, 사전 2건)

직접 방문 마케팅
- 기간 : 2020년 3월 ~ 9월

- 대상 : 참가 유력 업체 대상 (약 50개사)

- 내용 : InterBattery 2020 전시회 참가 독려 및 안내

월간지 광고시안
브로슈어 웹 디렉토리 북초청장



해외 마케팅 계획 有,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진행 불가

국제신재생

에너지전시회

국제그린

에너지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020. 3. 18 ~ 3. 20 2020. 7. 15 ~ 7. 17 2020. 10. 21 ~ 10. 23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 엑스코 서울 코엑스

국내 유관전시회 참가 홍보AABC Europe Battery Japan
Energy Storage 

Europe

China International  

Battery Fair
EES North America

2020. 1. 12 ~ 1. 16 2020. 2. 26 ~ 2. 28 2020. 3. 10 ~ 3.12 2020. 5. 25 ~ 5. 27 2020. 2. 4 ~  2. 6

독일, 비스바덴
일본, 도쿄

Tokyo Big Sight
독일, 뒤셀도르프 중국, 심천

미국, 캘리포니아

San Diego’s 

Convention Center 

국내외 유관전시회 참가 홍

보



온라인 뉴스레터

+ 팝업창이메일태

그

· 대상 : Energy Plus 2020 참가대상 업체 및 작년도 참관객, 유관전시 DB (약 3만

명)

· 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10월

· 횟수 : 국문 뉴스레터 총 9회 / 영문 3회

· 대상 : Energy Plus 2019 기참관객, 배터리 관련 업체 종사자

· 기간 : 2020년 10월

· 내용 : InterBattery 2020 행사안내, 사전등록 유도 및 개막안내

· 대상 : 온라인 사전 등록자 및 유력 참관 대상자

· 기간 : 2020년10월 15일~10월 20일

· 내용 : 사전등록 참가 독려를 위해 경품 추첨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SMS 마케팅

사전등록 경품

추첨 이벤트 진행

협/단체 온라인

Co-Marketing

·협/단체 대상으로

InterBattery 2020전시회 관

련 공지사항 게재

· 온라인초청장 배포 요청

· 참가업체별 맞춤 초청장 제

작 및 배포

· 공식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에 참가업체 프로필

게재

· 인터배터리 네이버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전시회 관련

정보 및 홍보글 게시

(네이버 블로그 일 평균 200

명 방문 / 페이스북 친구 수

약 700명)

참가업체

Co-Marketing
SNS 홍보

유관 커뮤니티

마케팅

· 58개 유관 네이버 카페 대상

InterBattery 2020 전시회 소

개와 사전등록

· 이벤트 관련 홍보게시글 게

재

온라인 광고
· 페이스북 광고: 이벤트게시물광고(게시물참여총2,043건)

· 구글 GDN 광고: 에너지 분야 연관 키워드 267개 노출 6,377,660회, 클릭 26,684회 기록

▲ 1차 이벤트
[사전등록 이벤
트]

1) 배너 광고 시안 (340*250px)



온·오프라인 홍보

해외바이어 1:1 비즈매칭

InterBattery 국내 참가업체-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매칭 진행

참가업체 소

개

페이지 운영

참가업체 소식

상시 업로드

(일 평균 200명 방문)

페이스북, 

블로그 내

참가업체 및 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 전, 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

한

언론보도 지원

InterBattery

누적 참가업체/참관

객

약 220,000명 대상

월 1~2회 발송

전시회 디렉토리, 

전시회 초청장, 

현장 가이드 제작 및 무료 배

포



인터배터리 홈페이지(www.interbattery.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interbattery@coex.co.kr) 또는 팩스(02-6944-8304)로 제출

(회원사 : 한국전지산업협회 / VAT별도)

명 칭 인터배터리 2021

기 간 2021년 6월 21(수) ~ 23일(금)

장 소 코엑스 A홀

전 시 품 목 충전용배터리, 캐퍼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장비, 기타 장비

예 상 규 모 300개사, 450부스 / 바이어 30,000명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주 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회원사 비회원사

일반 신청가 조기 신청가 일반 신청가 조기 신청가

독립 부스 2,200,000 1,900,000 2,400,000 2,100,000

조립 부스 2,600,000 2,300,000 2,800,000 2,500,000

프리미엄부스 3,100,000 2,800,000 3,300,000 3,000,000

mailto:interbattery@coex.co.kr


주식회사가스디엔에이 서일전자㈜ 우형전자㈜ 파워일렉트로닉스매거진

(재)경북테크노파크 ㈜선광엠파 (재)울산테크노파크 ㈜파워킹펌프

경상남도창원시 홍보관 성일하이텍㈜ ㈜위코 파이어킴주식회사

광신기계공업㈜ 성창 주식회사 주식회사위트솔루션즈 주)파텍

그린뉴딜을선도하는블루에너지청정전남 세드나이엔지㈜ ㈜유진테크놀로지 ㈜포스코케미칼

㈜그린파워 송암교역㈜ ㈜이공교역 ㈜프로보

네덜란드수소 산업관 주식회사신룡 ㈜이젠 셀링크 ㈜플라스포

㈜니바코퍼레이션 신흥에스이씨㈜ ㈜이포트 하이창원주식회사

대보마그네틱㈜ ㈜씨에스에너텍 ㈜제니어스 한국JCC

㈜드림 주식회사씨티케이 ㈜제이에프엠테크 한국기계연구원

㈜디엔텍 아이앤피 ㈜제이엔이웍스 한국메탈실리콘㈜

디케이락㈜ ㈜앤비젼 ㈜제이오텍 한국전기연구원

주식회사로브 어플라이드스펙트라 ㈜제일엠아이 한국태양유전

리튬이온배터리시스템재사용&재활용한독 국제네트워크 에너에버배터리 솔루션㈜ 주한영국대사관국제통상부 한국텍트로닉스

마르포스㈜ ㈜에너지와센서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파워셀

㈜맥사이언스 ㈜에스엠케이 주한캐나다대사관 ㈜한신체인

㈜맥솔루션 주식회사에스피지수소 중원통상 ㈜한일프로텍

㈜메인세일 ㈜에이치시티 ㈜지아이텍 해성마그네트㈜

명성티엔에스㈜ 에이티엑스㈜ ㈜지엘켐 훼로스마그네트㈜

주식회사모던인텍(쓰루가전기) ㈜에이피아이앤씨 ㈜지티씨 히오키코리아

미래신기술분야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안내 ㈜에코프로비엠 창원대학교 LINC+사업단 A.F.W㈜

㈜미섬시스텍 에프디씨에이피㈜ ㈜첨단 IMERYS Graphite & Carbon

㈜민테크 주식회사엔켐 주식회사청산에스티엠 ㈜LG화학

범한퓨얼셀주식회사 ㈜엘앤에프 ㈜청아필터 Neware Technology Limited.

㈜벡셀 엘이디존 (재)충북테크노파크 SHMUEL DE-LEON ENERGY LTD.

㈜비앤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엠이케이(맥엔지니어링) 충남테크노파크 SK이노베이션

삼성SDI ㈜연진에스텍 충청북도공동관 SOFC 산업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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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글로벌 3대 배터리산업전 BOT 강국 한국에서 개최 2020-10-15 서울경제 김동원

2 그린뉴딜 핵심 키워드 '배터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만난다 2020-10-15 디지틀조선일보 성열휘

3 인터배터리2020, 오는 21일 개막…배터리 관심↑, 역대최대 규모 자랑 2020-10-15 뉴시스 조인우

4 인터배터리, 21~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차별적 특징은? 2020-10-15 데일리카 하영선

5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0' 21일 코엑스서 개막. LG. 삼성, SK 
등 참가

2020-10-15 오토데일리 이상원

6 배터리3사, '배터리 박람회'서 차세대 전지 기술 뽐낸다 2020-10-15 더팩트 이한림

7 역대 최대규모 '인터배터리 2020', 21일 개막 2020-10-15 일요주간 조무정

8 글로벌 3대 배터리산업전 '인터배터리 2020' BOT 한국서 개최 2020-10-15 오토모닝 김의균

9 글로벌 3대 배터리산업전 BOT 강국 한국서 개최 2020-10-15 오토투데이 송영애

10 글로벌 3대 배터리산업전 BOT 강국 한국에서 개최 2020-10-15 아크로팬 류재용

11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10월 21일부터 개최 2020-10-15 오토뷰 -

12 그린뉴딜 핵심 키워드 '배터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만난다 2020-10-15 카조선 성열휘

■ 글로벌 3대 배터리산업전 BOT 강국 한국에서 개최 (2020.10.15)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53NM2RH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80267.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015_0001198414&cID=13001&pID=13000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37839
http://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919
http://news.tf.co.kr/read/economy/1818477.htm
https://cp.news.search.daum.net/p/98373975
https://cp.news.search.daum.net/p/98372766
http://www.auto-today.co.kr/bbs/sub.php?b_Type=R&b_Id=new_s4&no=22724
https://kr.acrofan.com/detail.php?number=205873&type=&lang=&UA=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71906
http://car.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5/2020101580266.html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배터리 핵심 기술 총집합…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뉴시스 조인우

2 [인터배터리2020] LG·삼성·SK 끌고 소재 밀고…배터리 혁신 기술 총출동 2020-10-21 전자신문 김지웅

3 K배터리 미래 한눈에 본다 2020-10-21 세계일보 이정우

4 '인터배터리 2020' 개막…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 2020-10-21 천지일보 김정필

5 인터배터리 2020' LG화학, 배터리로 더 나은 미래 만든다 2020-10-21 디지틀조선일보 성열휘

6 SK이노 지동섭 대표, 인터배터리서 소송 중인 LG화학 부스 방문 '눈길' 2020-10-21 디지틀조선일보 성열휘

7 인터배터리 오늘 개막…LG화학·삼성SDI·SK이노, 신기술 격전장 2020-10-21 뉴스핌 이윤애

8 배터리산업 동향·핵심기술 한자리에…코엑스서 '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뉴스핌 이윤애

9 [종합] 배터리 기술 한자리에…'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뉴스핌 강명언

10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 '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11 삼성·SK·LG, '인터배터리 2020'서 배터리 기술력 '격돌' 2020-10-21 파이낸셜투데이 정진성

12 인터배터리2020 개막...한국 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 선보인다 2020-10-21 서울와이어 조채원

13 국내 유일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FETV 김창수

■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 ‘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021_0001204962&cID=13001&pID=13000
http://www.etnews.com/20201021000210
http://www.segye.com/content/html/2020/10/20/20201020520303.html?OutUrl=naver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91093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0/21/2020102180265.html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0/10/21/2020102180258.html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0001425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1000147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21001224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543
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330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329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66305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4 LG·삼성·SK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UPI뉴스 김혜란

15 배터리 기술 모두 모인 '인터배터리 2020' 2020-10-21 UPI뉴스 정병혁

16 국내 유일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개막...국내외 198개 기업 참여 2020-10-21 오토데일리 박상우

17 국내 유일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코엑스서 개최 2020-10-21 더드라이브 신수민

18 ‘인터배터리 2020’ 개막…LG·삼성·SK 등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 2020-10-21 데일리안 조인영

19 [인터배터리] [2020] '전고체·리튬황' 미래 배터리 각축전 열린다 2020-10-21 팍스넷뉴스 정혜인

20 ‘세계 3대 전지산업전’ 인터배터리 2020 코엑스 개막 2020-10-21 한국무역신문 -

21 ‘인터배터리’ 개최..배터리 산업 트렌드가 한 눈에! 2020-10-21 데일리카 하영선

22 인터배터리 2020, 코로나에도 최대 규모…LG·삼성·SK 총출동 2020-10-21 지디넷코리아 박영민

23 인터배터리 2020, 배터리 핵심기술 및 최신정보 총망라 2020-10-22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 배터리 핵심기술 총망라 ‘인터배터리 2020’ 개막 (2020.10.21) (2/2)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10210012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10210053
http://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078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915597242
https://www.dailian.co.kr/news/view/929159/?sc=Naver
https://www.paxnetnews.com/articles/66268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item=&no=68779
http://www.dailycar.co.kr/content/news.html?type=view&autoId=37887
https://zdnet.co.kr/view/?no=20201021112534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29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인터배터리 2020 성료…관람객 1만6000명 기록 2020-10-27 뉴시스 조인우

2 배터리 기술 총집합…'인터배터리 2020' 성료 2020-10-27 EBN 이혜미

3 인터배터리 2020, 관람객 1만6,000명 방문하며 성료 2020-10-27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4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료 2020-10-27 아크로팬 류재용

5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료 2020-10-27 경기뉴스 박종범

6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황리 종료 2020-10-27 한국사진방송 이한철

7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황리 종료, 관람객 1만6000명 방문 2020-10-27 뉴스와이어 -

8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황리 종료, 관람객 1만6000명 방문 2020-10-27 코리아닷컴 -

9 인터배터리 2020, 관람객 1만 6천 명 방문 2020-10-27 오토뷰 -

10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황리 종료, 관람객 1만6000명 방문 2020-10-28 일요서울 이범희

11
[인터배터리 2020] 국내 유일 배터리 전시회, 관람객 1만6000명 방문으로 성황리
에 마쳐

2020-10-28 헬로티 서재창

(1/2)■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0’ 성료…관람객 1만 6천 명 방문 (2020.10.27)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887&cID=13001&pID=13000
https://www.ebn.co.kr/news/view/1456280/?sc=Naver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83
https://kr.acrofan.com/detail.php?number=207121
http://www.ggnews.co.kr/68188
http://koreaarttv.com/detail.php?number=60154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12887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883290
http://www.autoview.co.kr/content/article.asp?num_code=72034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435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4&idx=54797


전자신문 – 세계 3대 전지산업전 '인터배터리 2020' 21일 개막 (2020년 10월 15일)



전자신문 – 인터배터리 2020' 개막… K-배터리 기술력 뽐낸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경제TV – ‘2020인터배터리’ 개막…신기술 한눈에 (2020년 10월 21일)



SBS CNBC – K-배터리 기술 한자리에…차세대 산업 ‘뜨거운 관심’ (2020년 10월 22일)





InterBattery 2020에 참가해주신업체분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InterBattery사무국

Tel. +82-2-6000-8477/1065
Fax. +82-2-6944-8304

E-mail. interbattery@coex.co.kr
Website. www.interbatte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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