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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명 칭

기 간

주 관

주 최

규 모

InterBattery 2019 

서울 코엑스 B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10월 16일(수) –18일(금), 3일간

175개사 484부스 (*Energy Plus 통합규모: )

장 소

부대행사 더 배터리 컨퍼런스, Networking Night, 이차전지 Job Fair, 한•독 기술세미나,
인터배터리 바이어 서울투어 프로그램, 해외바이어 1:1 비즈매칭

전시품목

충전용 배터리 캐터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장비 기타



“에너지분야관련통합전시회”

Energy Plus 2019은 에너지 전 산업분야의 대표 전시회들이 동시 개최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바이어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간 융·복합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합니다. 



Networking Night

국내외 전지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를
위한 색다른 네트워킹 장 마련

Energy Plus 통합개막식

정부 VIP 초청을 통한 전시회 이슈화 및
전지업계 의견 정부정책 반영



참가업체가 희망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 진행 및
초청된 해외 바이어들과의 1:1 비즈매칭 지원

해외참가업체 및 해외바이어 대상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무료 서울 시내 관광 투어 제공

Seoul Tour 해외바이어 1:1 비즈매칭

+

Battery Job Fair 2019

2019년 채용계획이 있는 참가업체를 위한
인사관계자-구직자 1:1 상담 기회 제공



세계 유수의 전지산업관련 전문가를 초청, 
전지산업의 비전과 전략 모색 및

차년도 전지시장 조망

The Battery Conference

프라운호퍼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파트너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

Fraunhofer기술세미나

시간 제목 발표자

13:00 오프닝 사회자

13:05 축사 정순남 부회장 (한국전지산업협회)

13:10 한국의 배터리 기술 로드맵 송준호 PD (산업기술평가원)

13:35 프라운호퍼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R&D 분야 소개 Dr. Benjamin Schumm Fraunhofer IWS

14:00 Fraunhofer IWS 연구소의 리튬 황 전지 셀 개발 현황 Dr. Thomas Abendroth Fraunhofer IWS

14:25 한국의 전고체전지 개발 현황 – 소재,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석정돈 박사 (한국화학연구원)

14:50 황화물 기반 전고체전지 셀의 전극 제조 혁신 기술 Dr. Benjamin Schumm Fraunhofer IWS

15:15 휴식

15:30 국내 소재 개발 및 배터리 제조 기술 동향 정경윤 단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55 황화물 전해액 기반의 인쇄 전고체 리튬전지 Dr. Andreas Georg Fraunhofer ISE

16:20 전고체전기를 위한 폴리머 기반 소개 및 공정 기술 Dr. Guinevere Giffin Fraunhofer ISC

16:45 고속충전 전지 어플리케이션용 전력전자시스템 및 요소기술 Prof. Dr. Frerk Haase Fraunhofer ISIT

17:10 리튬 이온 배터리의 혁신적인 재활용 프로세스 Dr. Andreas Bittner Fraunhofer ISC

17:35 폐회 사회자



[2018] [2019]

189 175
157 144

32 31

459 484
403 438

56 46

참가업체수

국내업체

해외업체

부스수

국내업체

해외업체



Zone 주요기업

Rechargeable Battery 
/ Capacitor 

Manufacturing 
Equipment

Management System

Smart Grid



내년 재참가 의향

87.5%긍정 검토

전반적 만족도

95% 만족

전시 규모 만족도

89.8%

참관객 양/질 만족도

84.7%만족만족



구분 10/16(수) 10/17(목) 10/18(금) 총계

국 내 9,311명 8,925명 9,521명 27,757명

해 외 371명 225명 180명 776명

계 9,682명 9,150명 9,701명 28,533명

참관객 수

국내

해외

24,533명 28,533명

23,982명 27,757명

551명 776명

2018 참관객 2019 참관객

InterBattery 2019 일별 참관객 수
구분 비율

아시아 66.2%

유럽 15.2%

북미 4.5%

아프리카 8.2%

중동 3.3%

중남미 1.8%

오세아니아 0.8%

해외 참관객 국가별 비율

아시아, 

66.2%

유럽, 15.2%

북미, 4.5%

아프리카, 

8.2%

중동, 3.3%

남미, 1.8%

오세아니아, 

0.8%



업무 분류

업종 분류

48.7%

7.7%

5.0%

2.2%

2.1%

20.9%

5.6%

7.7%

개발/설계

설비/유지/보수

구매/자재

생산

품질관리

영업/마케팅

경영관리

기타

개발/설계 4,729 48.7%

설비/유지/보수 751 7.7%

구매/자재 486 5.0%

생산 211 2.2%

품질관리 208 2.1%

영업/마케팅 2,028 20.9%

경영관리 543 5.6%

기타 751 7.7%

52.1%

13.3%

2.8%

4.9%

5.9%

6.8%

1.5%

1.3%

11.4%

전기

전자

발전

태양광/풍력

자동차

기계/설비

건설/건축

환경

기타

전기 4,999 52.1%

전자 1,280 13.3%

발전 269 2.8%

태양광/풍력 473 4.9%

자동차 564 5.9%

기계/설비 649 6.8%

건설/건축 145 1.5%

환경 127 1.3%

기타 1,096 11.4%



전시회 관람 목적

이전 관람 여부

45.9%

8.2%

20.5%

5.7%

5.0%

2.5%

2.9%

1.0%

8.3%

신상품/기술정보수집

구매조사/상담

업계동향파악

세미나 참가

신규 거래선 확보

기존 거래선 방문

제휴 업체 확보

차기 전시 참가 조사

일반관람

신상품/기술정보수집 6,740 45.9%

구매조사/상담 1,206 8.2%

업계동향파악 3,006 20.5%

세미나 참가 832 5.7%

신규 거래선 확보 737 5.0%

기존 거래선 방문 373 2.5%

제휴 업체 확보 422 2.9%

차기 전시 참가 조사 151 1.0%

일반관람 1,213 8.3%

66.7%

16.7%

16.6%

첫 관람

관람횟수 2회

관람회수 3회 이상

첫 관람 6,359 66.7%

관람횟수 2회 1,591 16.7%

관람회수 3회 이상 1,577 16.6%



바이어 TM
- 대상 DB : 과거 관련 전시 참가업체 및 참관객 누적 DB, 협회보유 유관단체 DB
- 내용 : 바이어 대상 DB 구축(2019.1~8월), 참관 안내 개별 TM 및 초청장 발송 (2019. 9월)

참가업체
Co-Marketing

1) 해외 바이어 숙박 및 투어 지원
2) 참가업체 대상 업체 맞춤 오프라인 초청장 발송 : 업체별 200부

인쇄물제작및
DM(Direct Mail)발송

1) 2019년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2) 2019년 초청장 제작 및 배포
3) Guide Book 제작 및 배포
4) 웹 디렉토리 북 제작 및 배포

월간지및주간지광고
언론홍보

- 기간 : 2019 9월 ~ 10월
- 내용 : 10여 개의 매체에서 월간지에 전면광고 게재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총 6회, 총 294건 커버리지, 지면 기사 9건

직접 방문 & 
참가업체 설명회 진행

- 대상 : 참가 유력 업체 및 희망 업체
- 내용 : InterBattery 전시회 참가 안내 및 전시마케팅 교육

월간지 광고시안 초청장 브로슈어 웹 디렉토리 북



InterBattery 홍보부스 운영, 참가기업 및 바이어 유치 활동, 전시회 벤치마킹

국제신재생

에너지전시회

국제그린

에너지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019. 3. 13 ~ 3. 15 2019. 4. 3 ~ 4. 5 2019. 9. 3 ~ 9. 6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 엑스코 킨텍스

국내 유관전시회 참가 홍보AABC EURO Battery Japan
Energy Storage 

Europe
Battery China

EES North 

America

2019. 1. 27 ~ 1. 31 2019. 2. 27 ~ 3. 1 2019. 3. 12 ~ 3.14 2019. 7. 6 ~ 7. 9 2019. 7. 9 ~  7. 1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일본, 도쿄

Tokyo Big Sight

독일, 뒤셀도르프

Messe

Sindelfingen, 

Stuttgart

중국, 베이징

미국, 샌프란시스코

Moscone Center

West Hall

국내외 유관전시회 참가 홍보



온라인뉴스레터
+ 팝업창이메일태그

· 대상 : Energy Plus 2019 참가대상 업체 및 작년도 참관객, 유관전시 DB (약 14만 명)
· 기간 : 2019년 4월 ~ 2019년 10월
· 횟수 : 국문 뉴스레터 총 17회 / 영문 3회 / 중문 1회

· 대상 : Energy Plus 2018 기참관객, 배터리 관련 업체 종사자
· 기간 : 2019년 9~10월
· 내용 : Energy Plus 2019 행사안내, 사전등록 유도 및 개막안내

· 대상 : 온라인 사전 등록자 및 유력 참관 대상자
· 기간 : 2019.9.10~10.2
· 내용 : 사전등록 참가 독려를 위해 경품 추첨 페이스북 이벤트 진행

SMS 마케팅

사전등록경품
추첨이벤트진행

협/단체온라인
Co-Marketing

·협/단체 대상으로
Energy Plus 2019
전시회 관련 공지사
항 게재
· 온라인초청장 배포
요청

· 참가업체별 맞춤 초청
장 제작 및 배포

· 공식 홈페이지 및 네이
버 블로그에 참가업체 프
로필 게재

에너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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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커뮤니티
마케팅

64개 유관 네이버 카페
대상
InterBattery 2019 전
시회 소개와 사전등록
이벤트 관련 홍보게시
글 게재

온라인광고
· 페이스북 광고: 이벤트게시물광고(총 1,668건)
· 구글 GDN 광고: 에너지 분야 연관 키워드 173개/참가 업체 키워드 267개 활용 노출 6,377,660회, 클릭26,684회 기록
· 전자신문 배너 광고: 배너 시안 총 14개 제작, 뉴스레터 시안 1회 제작
· 배너광고 : 커뮤니티 배너 광고 및 EDM 발송, 유관 언론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 1차이벤트
[소문내기이벤트]

▲ 2차이벤트
[사전등록이벤트]

1) 배너광고시안 (340*340px) 2)홈페이지메인배너광고게시



온·오프라인 홍보

전시회 현장 세미나룸 무료 제공

해외바이어 초청 지원(숙박 및 시티투어)

해외바이어 1:1 비즈매칭

· 전시장 내 세미나룸에서 기술개발 성과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산업 교류의 장 제공
· 참가업체 대상 전시장 내 세미나 룸 무상 제공

참가업체 초청 해외바이어 대상
· 숙박 지원(5성급 호텔 1사당 3박 지원) 
· 서울시티투어 무료 지원

InterBattery 국내 참가업체-해외바이어 간 1:1 비즈매칭 진행

참가업체 소개
페이지 운영

참가업체 소식
상시 업로드

(일 평균 200명 방문)

페이스북, 
유관 블로그 내

참가업체 및 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 전, 중, 후
참가업체 신제품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보도 지원

Energy Plus
누적 참가업체/참관객
약 150,000명 대상

월 1~2회 발송

전시회 디렉토리, 
전시회 초청장, 

현장 가이드 제작 및 무료 배포



명 칭 인터배터리 2020

기 간 2020년 10월 21(수) ~ 23일(금)

장 소 코엑스 A홀

전시품목 충전용배터리, 캐퍼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검사/측정장비, 기타 장비

예상규모 300개사, 450부스 / 바이어 30,000명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주 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동시개최행사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인터배터리 홈페이지(www.interbattery.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energyplus@coex.co.kr) 또는 팩스(02-6944-8304)로 제출

(회원사 : 한국전지산업협회 / VAT별도)

회원사 비회원사

일반신청가 조기신청가 일반신청가 조기신청가

독립부스 2,200,000 1,900,000 2,400,000 2,100,000 

조립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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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plus@coex.co.kr


㈜ 갑진

㈜ 그린파워

니바

㈜ 다한테크

대구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대보마그네틱 ㈜

디케이앤씨

로크웰 오토메이션 코리아

㈜ 리베스트

㈜ 리폼테크

마르포스 ㈜

말번 파날리타킬

㈜ 맥사이언스

㈜ 맥솔루션

명성티엔에스 주식회사

모던인텍

모싸이 코리아

㈜ 미섬시스텍

미쓰비시 케미칼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코리아

베이커휴즈 GE

㈜ 비오비엔터프라이즈

삼성 SDI

㈜ 삼성컨트롤밸브

삼화콘덴서공업 ㈜

㈜ 싸이로드

서일전자 ㈜

성일하이텍 ㈜

세드나이엔지 ㈜

세안상사 ㈜

세화테크놀러지 ㈜

쎄미온

송암교역 ㈜

SWEET 2019

스토브리코리아 ㈜

씨아이에스

씨티케이

아이리히 코리아

㈜ 아이피에스오토

㈜ 아크레텍코리아

㈜ 앤비젼

어플라이드 스펙트라

에너테크인터내셔널

㈜ 에보닉코리아

에스디오

에스엠케이

SK이노베이션

㈜ 에이비넥소

에이에프더블류 ㈜

㈜ 에이치시티

㈜ 에이치엠지

에이티엑스 ㈜

에코프로비엠

에프디씨 ㈜

㈜ 엔켐

㈜ 엘앤에프

엘이디존

LG 화학

엠브라운이너트가스
시스템즈코리아(유)

㈜ 엠이케이

㈜ 연진에스텍

영인에이티 주식회사

오토리브

㈜ 와이엠텍

㈜ 위코

㈜ 위트솔루션즈

㈜ 유니락

유완테크

이메리스지씨코리아
주식회사

이자벨렌훼테

㈜ 이티씨

㈜ 이포트

인셀

㈜ 제이에프엠테크

중원통상

㈜ 지아이텍

㈜ GU

㈜ 지엘비이

㈜ 첨단

㈜ 청산에스티엠

충북테크노파크

㈜ 타보스

토마스

테라테크노스

㈜ 테크랜드

텔콤아이씨피 주식회사

텔콤인터내쇼날 ㈜

파낙스이텍

파워로직스

파워일렉트로닉스 (ICN)

파워킹펌프

파이어킴 주식회사

파이퍼베큠코리아

유한회사

㈜ 포스코케미칼

㈜ 플라스포

㈜ 피엔티

㈜ 피엠씨엔지니어링

하이바코리아 유한회사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
주식회사

한국메탈실리콘 ㈜

한국텔소닉

㈜ 한국파워셀

㈜ 한신체인

㈜ 한테크

휴비스

히오키코리아

Altech Chemicals Limited

ARMOR

BYN Chemical Co., Ltd.

Cfriend Electric(Kunshan) 
Co., Ltd.

Desiccant Rotors 
International Pvt. Ltd.

Dongguan Guangmai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Energy Storage 
Europe

Fujian Blue Ocean & 
Black Stone

Technology Co., Ltd.

Hangzhou Dry Air 
Treatment Equipment 

Co., Ltd.

IBTE 2019

Jiangsu Saideli
Pharmaceutical 

Machinery Co., Ltd.

Maanshan Oulin
Machinery Equipment 

Co., Ltd.

MICA ELECTRICAL
MATERIAL (LUHE) Co., 

Ltd.

ROSS (WUXI) 
EQUIPMENT Co., Ltd.

TIANZHU HONGFU 
LITHIUM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Shenzhen Haoneng
Technology Co., Ltd.

Shenzhen HYNN 
Technologies Co., Ltd.

Shenzhen Sinuo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

Shijiazhuang Suntec-
chem Co., Ltd.

Shijiazhuang 
Zhongbang Packing 
Materials Co., Ltd.

Shmuel De-Leon
Energy Ltd.

United Winners Laser 
Co., Ltd.

Wuxi Autowell Intelligent 
Technology Co., Ltd.

Wuxi Lead Intelligent 
Equipment Co., Ltd.

Xinxiang ShengDa Power 
Technology Co., Ltd.

Yixing Huihua Clad 
Materials Co., Ltd.

ZHEJIANG BRIDGOLD 
COPPER TECH Co., Ltd.

Zhejiang Rhi Electric 
Co., Ltd.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2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09-03 에너지신문 장성우

3 에너지 3대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 리드 2019-09-03 산업일보 박재영

4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에이빙뉴스 홍민정

5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개최 2019-09-03 더리더 박영복

6 에너지 플러스 2019,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7 4차 산업혁명 선도 ‘에너지 3대 핵심기술’ 한자리에 2019-09-03 KNS뉴스통신 김관일

8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시사뉴스저널 김민수

9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열려 2019-09-03 국민TV 김영환

10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한국공보뉴스 박대선

11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회 개최 2019-09-03 파퓰러사이언스 정서현

12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여행레저신문 -

13 에너지 플러스 2019,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EPJ 이재용

14 ‘에너지 플러스 2019’ 통합 전시회, 10월 16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 2019-09-03 케이앤뉴스 김형중

15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메트로 -

16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매일투데이 -

17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에너지타임뉴스 -

18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원자력신문 -

19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포커스경제 -

20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한국에너지신문 -

21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더뉴스21 -

22 "에너지분야 최신 트렌드를!"... ‘에너지 플러스 2019’ 통합 전시회 개최 2019-09-03 도농라이프타임즈 강용태

23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뉴스와이어 -

24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코리아닷컴 -

25 에너지플러스展, 국내외 차세대전지 선봬 2019-09-04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26 에너지 분야 수출, 10월 ‘에너지 플러스’가 기회 2019-09-10 한국무역신문 민유정

27 에너지분야 총집결 '에너지 플러스 2019' 코엑스서 개최 2019-09-17 국토일보 선병규

28 에너지 플러스 2019’ 다음달 16일 코엑스서 개최 2019-09-17 한국에너지 오철

29 ‘Energy Plus 2019’ 내달 16∼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개최…볼거리는? 2019-09-18 에너지경제 여영래

■ 에너지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19.09.03)

http://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717
http://kidd.co.kr/news/210911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538299&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0316597869995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7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617313
http://www.sisanews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
http://kukmintv.tv/detail.php?number=35384
http://www.kpnnews.org/bbs/board.php?section=mm_04&bo_table=local&wr_id=501740&city=lc_01&gugun=lc_01_01
http://www.popsc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8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32&py=509&sx=332&sy=309&p=UT31Msprvh8ssks997sssssstss-227350&q=%EC%97%90%EB%84%88%EC%A7%80%ED%94%8C%EB%9F%AC%EC%8A%A4+2019&ie=utf8&ssc=tab.news.all&f=news&w=news&s=ioxjwyAFrdvIcEe0/4oWvw==&time=1567487322777&a=nws*f.tit&r=2&i=881896c4_000000000000000000019121&g=5696.0000019121&u=http://thetravelnews.co.kr/09/175393/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7
http://knnws.com/news/view.php?idx=7062
http://press.metroseoul.co.kr/newsRead.php?no=893452
http://press.meiltoday.com/newsRead.php?no=893452
http://www.enertopianews.co.kr/_press/?newsid=893452
http://press.knpnews.com/newsRead.php?no=893452
http://press.gungsireong.com/newsRead.php?no=893452
http://www.koenergy.co.kr/_press/?newsid=893452
http://press.mainnews.co.kr/newsRead.php?no=893452
http://www.dono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22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3452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341539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44&py=392&sx=344&sy=392&p=UT8S0wp0J14ssPufdSossssst+h-056671&q=%EC%9D%B8%ED%84%B0%EB%B0%B0%ED%84%B0%EB%A6%AC&ie=utf8&ssc=tab.news.all&f=news&w=news&s=KsM8eReKCc5cnwGB/26PWg==&time=1567561200830&a=nws*f.tit&r=1&i=88123FBC_000000000000000000081675&g=5194.0000081675&u=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91
http://jedam15.koreafre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item=&no=57045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67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44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545&py=918&sx=545&sy=218&p=UhEkndprvxZssmeaP/Cssssss+V-007622&q=%EC%97%90%EB%84%88%EC%A7%80+%ED%94%8C%EB%9F%AC%EC%8A%A4+2019&ie=utf8&ssc=tab.news.all&f=news&w=news&s=o+PFDZ8RMqQF4MVg9mUvqQ==&time=1569299265133&a=nws*f.tit&r=56&i=88102504_000000000000000000355754&g=5133.0000355754&u=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53651


■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8.09.10)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Energy Plus 2019, 10월 16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2019-09-10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2 "에너지를 부탁해", 2019 에너지 플러스 사전등록 시작 2019-09-10 데일리환경 이정윤

3 “이차전지 등 전기차 핵심기술 살펴볼까요” 2019-09-10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4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2019-09-10 포커스경제 이나겸

5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여행레저신문 -

6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인천경제 최수근

7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한국무예신문 -

8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주택건설신문 -

9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뉴스닷 -

10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더뉴스21 -

11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메트로 -

12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뉴스와이어 -

13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코리아닷컴 -

14 ‘에너지 플러스 2019’ 무료 관람 사전등록 이벤트 실시 2019-09-10 에너지타임뉴스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80
http://www.daily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1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902
http://www.gungsire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3
http://thetravelnews.co.kr/09/177298/
http://www.incheonbiz.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99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11212
http://www.newshc.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6
http://press.newsdot.co.kr/newsRead.php?no=893827
http://press.mainnews.co.kr/newsRead.php?no=893827
http://press.metroseoul.co.kr/newsRead.php?no=893827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3827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349587
http://www.enertopi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40


■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10월 코엑스서 열려 2019-09-17 한국경제 김성윤

2 글로벌 배터리 기업 한자리에… 내달 16일 ‘인터배터리 2019’ 개막 2019-09-17 아시아투데이 김윤주

3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개최 2019-09-17 전자신문 형인우

4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디지털타임스 -

5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일간스포츠 -

6 2차전지 산업 한자리에…'인터배터리 2019' 내달 개막 2019-09-17 EBN 최수진

7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내달 개최... 세계적 리딩 기업 200여곳 참여 2019-09-17 녹색경제신문 양도웅

8 국내 유일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전기신문 윤재현

9 ‘인터배터리 2019’ 다음달 16일 개막 2019-09-17 에너지신문 장성우

10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조망한다" 2019-09-17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11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내달 16일 개최 2019-09-17 G밸리뉴스 이아름

12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글로벌오토뉴스 장희찬

13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10월 코엑스서 열려 2019-09-17 오토타임즈 김성윤

14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오토모닝 정영창

15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더드라이브 박영배

16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코엑스서 개최 2019-09-17 오토뷰 -

17 국내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교통환경신문 이동기

18 인터배터리 2019, 국내·외 200여개 전지업계 역대 최대 참가 2019-09-17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19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월간전자과학 신윤오

20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시회 '인더배터리 2019', 오는 10월 개최 2019-09-17 스타트업투데이 안정훈

21 인터배터리 2019, 배터리 JOB세미나 및 채용상담회 실시 2019-09-17 케이앤뉴스 이수민

22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뉴스플릭스 김진호

23 국내 유일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개최 2019-09-17 월드투데이 송영섭

24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더뉴스21 -

25 '인터배터리 2019', 국내외 배터리 업계 종사자 한 자리에 2019-09-17 철강금속신문 김간언

26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주택건설신문 -

27 세계 3대 전지산업전으로 주목, 국내 유일 ‘인터배터리 2019’ 개최 2019-09-17 뉴민주신문 손미선

28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탑뉴스투데이 이상영

29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뉴스와이어 -

30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7 코리아닷컴 -

31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19' 열린다 2019-09-18 블록체인밸리 김태연

32 [인터배터리 2019] 국내 유일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10월 16일 개최 2019-09-24 헬로티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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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다음 달 16일부터 코엑스서 개최 2019-09-24 IT조선 -

2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19, 내달 16일 개최 2019-09-24 아주경제 김태림

3 전기차 충전 등 스마트그리드 기술 한 눈에 조망한다 2019-09-24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4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열려 2019-09-24 국민TV 김영환

5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글로벌오토뉴스 정희찬

6 4차산업혁명 시대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오토투데이 윤수정

7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다음달 16일 코엑스서 개최 2019-09-24 위클리자동차신문 장병록

8 4차산업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글로벌금융신문 김혜빈

9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 주제 엑스포 개최 2019-09-24 데일리경제 안민재

10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 한 곳서 보는 엑스포 개최 2019-09-24 스타트업투데이 안정훈

11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내달 16일 개최 2019-09-24 국토일보 선병규

12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미디어원 -

13 4차산업혁명 시대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빅터뉴스 정형기

14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주택건설신문 -

15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스마트시티투데이 류인선

16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10월 16 ~ 18일 코엑스 개최 2019-09-24 고카넷 남태화

17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내달 16~18일 서울 코엑스 2019-09-24 수도권일보 유경석

18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인천경제 최수근

19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글로벌뉴스통신 -

20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더뉴스21 -

21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투데이안 -

22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코리아닷컴 -

23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핵심기술,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19’ 개최 2019-09-24 뉴스와이어 -

24 ‘전기차 충전 인프라’ 한눈에…'스마트그리드 엑스포' 16일 개최 2019-09-29 환경미디어 김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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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ㆍ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서울경제 김동호

2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환경일보 이채빈

3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뉴스에이 김성천

4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뉴스렙 이석만

5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4차산업혁명 기술 트렌드 ‘한눈에’ 2019-10-01 이뉴스코리아 윤순홍

6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에너지데일리 -

7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오토투데이 이은술

8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포비즈미디어 김선영

9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서울데일리뉴스 김영기

10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열린다 2019-10-01 월간전자과학 신윤오

11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전시회 '2019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10월 16일 개최 2019-10-01 잡포스트 최혜진

12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내외통신 -

13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더뉴스21 -

14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더리더 -

15 국내 최대 전력기자재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데일리매거진 안정미

16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인천경제 김정남

17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투데이안 -

18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포커스데일리 -

19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코리아닷컴 -

20 국내 최대규모 전력기자재 국제 전시회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개최 2019-10-01 뉴스와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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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ulsanfocus.com/newsRead.php?no=894888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371370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4888


■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전지산업協,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투데이에너지 박설민

2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에너지데일리 -

3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개최!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2019-10-04 뉴스워커 신대성

4 세계 최대 규모 2차 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뉴스타운 박현석

5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시사뉴스저널 염규항

6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더피플 -

7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브레이크뉴스 -

8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4 증권플러스 최용찬

9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개최!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2019-10-05 블록체인밸리 김태연

10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세계 최대 이차전지 컨퍼런스 17일 개최 2019-10-05 글로벌금융신문 황채영

11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17일 개최 2019-10-06 스마트시티투데이 류인선

12 세계 최대 규모 이차전지 전문 컨퍼런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19' 개최 2019-10-07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09
http://www.energydaily.co.kr/_press/?newsid=895049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63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31
http://www.sisanews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
http://www.ithepeople.kr/_press/?newsid=895049
http://press.breaknews.com/newsRead.php?no=895049
http://www.plusnews.co.kr/views/htmls/2019/10/2019100416829.html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533&py=1360&sx=533&sy=660&p=Uj1CydprvN8ssKcFQGsssssst1K-250869&q=%EB%8D%94%EB%B0%B0%ED%84%B0%EB%A6%AC+%EC%BB%A8%ED%8D%BC%EB%9F%B0%EC%8A%A4&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pWVf7V+r1t1oWXM25sUNuw==&time=1571644622300&a=nws*f.tit&r=40&i=8818981a_000000000000000000063227&g=5703.0000063227&u=http://www.fintech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654
http://www.gf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2
https://smartcitytoday.co.kr/2019/10/06/%EB%8D%94-%EB%B0%B0%ED%84%B0%EB%A6%AC-%EC%BB%A8%ED%8D%BC%EB%9F%B0%EC%8A%A4-2019-17%EC%9D%BC-%EA%B0%9C%EC%B5%9C/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96


■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세계일보 이도형

2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19개국 451개사 참여 2019-10-16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3 산업부,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19개국 451개 기업 참여 2019-10-16 헤럴드경제 배문숙

4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아시아경제 이광호

5 400여 전기·전지기업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이데일리 김형욱

6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16~18일 개최 2019-10-16 이투데이 박종화

7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16일 개막 2019-10-16 아시아투데이 김병훈

8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코엑스서 개막 2019-10-16 디지털타임스 김승룡

9 이차전지부터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의 모든 것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IT조선 차주경

10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연합뉴스 김성진

11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한눈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뉴시스 이승재

12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국내 최대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2019-10-16 브릿지경제 양세훈

13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청사진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EBN 손병문

14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지디넷코리아 주문정

15 전기·에너지 기술 총망라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전기신문 송세준

16 에너지 핵심기술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데일리안 배군득

17 에너지플러스 2019, 오늘(16일)부터 3일간 삼성 코엑스서 개최 2019-10-16 일요서울 양호연

18 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19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19개국 451개사 참여 2019-10-16 부산파이낸셜뉴스 -

20 에너지 신기술 한눈에',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한국에너지신문 오철

21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에너지코리아뉴스 박선호

22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전파신문 -

23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정책브리핑 -

24 〔에너지 플러스 2019〕 서울 코엑스 10월16일 개막 2019-10-16 말산업저널 이창호

25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

26 전기·에너지 기술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건설경제신문 김부미

27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16~18일 개최 2019-10-16 코리아닷컴 -

28 400여 전기·전지기업 한자리에…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팍스넷 -

29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팍스넷 -

30 16~18일,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환경미디어 김명화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9/10/16/20191016503156.html?OutUrl=naver
http://www.fnnews.com/news/20191016103655181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16000009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01610075836665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220566622653576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80970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1601000869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1602109958614001&ref=naver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5/2019101502824.html
http://yna.kr/AKR20191015180600003?did=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15_0000799833&cID=10401&pID=10400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016010004861
http://www.ebn.co.kr/news/view/1004960
http://www.zdnet.co.kr/view/?no=20191016055205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71026781187738007
http://www.dailian.co.kr/news/view/833950/?sc=naver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172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155
https://busan.fnnews.com/news/201910161036551817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74
http://www.energ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27
http://www.jeonp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428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829&call_from=naver_news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134&py=687&sx=134&sy=287&p=Uj2uIwp0Jy0sskC7OCCssssstsh-422004&q=%EC%97%90%EB%84%88%EC%A7%80%ED%94%8C%EB%9F%AC%EC%8A%A42019&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eJKvkNGzLvYUBOpu/G+k9w==&time=1571652333344&a=nws*f.tit&r=324&i=8817ca6e_000000000000000000033460&g=5531.0000033460&u=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210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19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42&py=400&sx=342&sy=200&p=Uj2v1sp0JXVssAffhl4ssssssWd-279050&q=%EC%97%90%EB%84%88%EC%A7%80%ED%94%8C%EB%9F%AC%EC%8A%A42019&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eJKvkNGzLvYUBOpu/G+k9w==&time=1571652693461&a=nws*f.tit&r=261&i=88105698_000000000000000000215690&g=5138.0000215690&u=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0161014528590339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385098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9101610024701154&LinkID=532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ArticleID=2019101610100501198&LinkID=532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8305334058


■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31 "이차전지 등 에너지 핵심기술, 한자리 모였다" 2019-10-16 그린포스트코리아 안선용

32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부산일보 송현수

3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내외뉴스통신 강옥주

34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위클리오늘 -

35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삼남일보 -

36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국토매일신문 백용태

37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경기인터넷신문 김성현

38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중부뉴스통신 정승원

39 산자부,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로컬투데이 주영욱

40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세종타임즈 장윤진

41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42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미디어이슈 윤상호

43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투어타임즈 최지연

44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KJA뉴스통신 이기원

45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경인저널 -

46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이슈타임 김희수

47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충청뉴스큐 양승선

48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경기&뉴스 -

49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환경신문 신원교

50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굿뉴스365 김춘수

51 에너지플러스’ 오늘 개막…에너지 핵심기술 조망 2019-10-16 에코저널 이병구

52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굿타임즈 김종필

53 에너지신기술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칸 최인식

54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場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7 신소재경제신문 배종인

55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7 진주인터넷뉴스 이민석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2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01606543179192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397
http://www.weekly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8266
http://www.sam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98
http://www.pmnews.co.kr/95890
http://www.gginews.co.kr/166593
http://www.jung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217
http://www.localtoday.co.kr/sub_read.html?uid=159674
http://www.sejongtimes.kr/sub_read.html?uid=544646
http://www.mdtimes.kr/news_view.jsp?ncd=117984
http://www.mediaissue.net/View.aspx?No=277168
http://www.tourtimes.net/131078
http://www.gjkoreaja.com/sub_read.html?uid=48542
http://www.gjournal.net/sub_read.html?uid=63122
http://www.iss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25049667270
http://www.ccnewsq.com/html/?pCode=87&mode=view&perm=Y&&seq=86329
http://www.gg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741
http://www.fksm.co.kr/news/view.php?idx=29515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058
http://www.ecojournal.co.kr/news_view.html?uid=115204
http://www.goodtms.net/news/articleView.html?idxno=84299
http://www.kharn.kr/news/article.html?no=10970
http://amenews.kr/news/view.php?idx=40553
http://www.jjinews.net/sub_read.html?uid=37374


■ 행사 현장 취재 기사(2019.10.16~10.1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사진] 진화하는 전기차 2019-10-17 중앙일보 -

2 “전동 오토바이는 어떻게 작동하나?” 2019-10-17 동아일보 -

3 [포토] 신기술 체험하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매일경제 -

4 [서울포토] 코엑스,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서울신문 박지환

5 [포토]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산업 전시회 2019-10-16 국민일보 권현구

6 에너지 신기술 둘러보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서울경제 서정명

7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 전기기기·이차전지 등 유공자 포상 2019-10-16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8 [포토]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9 [포토]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0 [포토]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1 [포토]에너지 산업 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2 [포토]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3 [포토]에너지 신기술 한 자리에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4 [포토]에너지 신기술 한 자리에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5 [포토]에너지 신기술 한 자리에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6 [포토]'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7 [포토]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8 [포토]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19 [포토]'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20 [포토]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21 [포토]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22 [포토]'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아시아경제 문호남

23 [포토]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이데일리 김태형

24 [포토] 에너지 관련 전시 '에너지 플러스' 2019-10-16 이데일리 김태형

25 [포토] 에너지 융복합 최신 제품 전시 2019-10-16 이데일리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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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현장 취재 기사(2019.10.16~10.1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26 [포토] 에너지 산업 전시회 2019-10-16 이데일리 김태형

27 [포토] 융복합 에너지 산업 전시회 2019-10-16 이데일리 김태형

28 'LG화학 vs SK이노' 갈등 엿보인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2019-10-16 이투데이 김벼리

29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전자신문 박지호

30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전시회' 개막… 융·복합 신기술 총망라 2019-10-16 전자신문 최재필

31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서 최신 배터리 기술 격돌 2019-10-16 전자신문 정현정

32 삼성·LG·SK 다 모였다… '인터배터리 2019' 성황리 개막(종합) 2019-10-16 아시아투데이 김윤주

33 LG·삼성·SK 배터리 3사 '인터배터리' 참가해 기술 경쟁(종합) 2019-10-16 연합뉴스 김영신

34 에너지 신기술이 한자리에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35 에너지에 관한 모든 것이 한자리에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36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37 미래를 이끌어갈 전기 신기술 에너지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38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39 한자리에 모인 에너지 신기술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0 미래를 이끌어갈 전기 신기술 에너지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1 한자리에 모인 에너지 신기술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2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3 에너지 플러스 2019 개최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4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5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6 산업부,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연합뉴스 김인철

47 산업부,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연합뉴스 -

48 격려사 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49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참석한 성윤모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50 격려사 하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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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51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참석한 성윤모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52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참석한 성윤모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53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장 둘러보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54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장 둘러보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연합뉴스 -

55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2019-10-16 연합뉴스 -

56 성윤모 장관, '에너지 플러스 2019 참석' 2019-10-16 뉴시스 -

57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뉴시스 -

58 성윤모 장관, '에너지 플러스 2019 참석' 2019-10-16 뉴시스 -

59 에너지산업 한눈에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뉴스1 유승관

60 에너지의 모든 것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뉴스1 유승관

61 최신 에너지 관련 기술을 만나다 2019-10-16 뉴스1 유승관

62 다양한 케이블 살펴보는 참가자들 2019-10-16 뉴스1 유승관

63 전기차 충전시설 둘러보는 참가자들 2019-10-16 뉴스1 유승관

64 유럽형 전기차 충전기가 궁금해 2019-10-16 뉴스1 유승관

65 에너지플러스 2019 개최 2019-10-16 뉴스1 유승관

66 에너지 신기술 만나는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뉴스1 유승관

67 스마트 모터가 궁금해 2019-10-16 뉴스1 유승관

68 변압기 둘러보는 관람객들 2019-10-16 뉴스1 유승관

69 에너지 신기술 다모였다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뉴스1 유승관

70 에너지 기술, 제품 한눈에 살펴보세요 '에너지 플러스 2019' 2019-10-16 뉴스1 유승관

71 산업부,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뉴스1 유승관

72 변전소를 지하에 2019-10-16 뉴스1 유승관

73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배터리가 궁금해요 2019-10-16 뉴스1 유승관

74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만나세요 2019-10-16 뉴스1 유승관

75 궁금한 전동킥보드 2019-10-16 뉴스1 유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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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만난다 2019-10-16 뉴스1 유승관

77 전동스쿠터의 원리 2019-10-16 뉴스1 유승관

78 전기차 솔루션은? 2019-10-16 뉴스1 유승관

79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 2019-10-16 뉴스1 유승관

80 성윤모 장관, '에너지 플러스 2019' 격려사 2019-10-16 뉴스1 유승관

81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장 둘러보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뉴스1 유승관

82 '에너지 플러스 2019' 찾은 성윤모 장관 2019-10-16 뉴스1 유승관

83 '에너지 플러스 2019' 둘러보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뉴스1 유승관

84 격려사 하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뉴스1 유승관

85 성윤모 장관,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장 관람 2019-10-16 뉴스1 유승관

86 '에너지 플러스' 관람하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뉴스1 유승관

87 전기차 충전시설 둘러보는 관람객들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88 VR 체험에 푹 빠진 관람객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89 '에너지플러스 2019' 코엑스서 개막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0 '에너지플러스 2019' 신기술에 '시선 고정'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1 VR 체험에 푹 빠진 관람객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2 한 자리에 모인 '에너지 핵심기술'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3 '에너지플러스 2019' 코엑스서 개막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4 게임을 통해 알아가는 '에너지 신기술'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5 에너지플러스 2019 '탐나는 헤드폰'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6 에너지플러스 2019 '이건 꼭 찍어야 해'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7 놀거리도 다양한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쿠키뉴스 박태현

98 [현장] 생활을 바꾼 기술의 근원···'배터리'의 오늘과 내일 2019-10-16 시사저널이코노미 김도현

99 [TF포토] 에너지 신산업의 모든 것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더팩트 -

100 [TF포토] '에너지플러스 2019'에서 다양한 기술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2019-10-16 더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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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15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65544.htm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65545.htm


■ 행사 현장 취재 기사(2019.10.16~10.1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01 에너지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막 올렸다 2019-10-16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102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의 모든 것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전기신문 송세준

103 ‘전력 효율적으로 아껴주는 관리시스템 다 모였네’ 2019-10-16 전기신문 김예지

104 [포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식에서 격려사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05 [포토] 축사하는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06 [포토] 개회사하는 장세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장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07 [포토] LS산전 전시장 찾은 성윤모 장관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08 [포토] 효성중공업 전시장 찾은 성윤모 장관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09 [포토]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전문 전시회 '에너지 플러스 2019' 개막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10 막 오른 '에너지플러스 2019'…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열렸다 2019-10-16 시사포커스 오훈

111 [업다운포토] 에너지플러스2019, 삼성SDI 전시장 방문한 성윤모 장관 2019-10-16 업다운뉴스 주현희

112 [업다운포토] 성윤모 장관 안내하는 레이싱모델 소이 2019-10-16 업다운뉴스 주현희

113 [업다운포토] LG화학 배터리 설명 듣는 성윤모 장관 2019-10-16 업다운뉴스 주현희

114 [업다운포토] 에너지 플러스 2019, LS산전 부스 찾은 성윤모 2019-10-16 업다운뉴스 주현희

115 [업다운포토] 현대일렉트릭 친환경발전소 조감도 전시 2019-10-16 업다운뉴스 주현희

116 [NW포토]‘인터배터리 2019’ 2019-10-16 뉴스웨이 이수길

117 [NW포토]‘인터배터리 2019’ 삼성SDI 배터리 적용된 레인지로버 스포츠 PHEV 2019-10-16 뉴스웨이 이수길

118 [NW포토]‘배터리 전쟁’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인터배터리 2019’ 참가 2019-10-16 뉴스웨이 이수길

119 [NW포토]껄끄럽지만 나란히 자리한 ‘SK이노베이션-LG화학’ 2019-10-16 뉴스웨이 이수길

120 [NW포토]첨단 에너지 신기술 선보인 ‘인터배터리 2019’ 2019-10-16 뉴스웨이 이수길

121 에너지 신기술 결집한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6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122 에너지 생산-송배전-저장 핵심기술 한자리에 2019-10-16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123 2019 한국전기산업대전 코엑스 개최 2019-10-17 파이낸스투데이 신성대

124 [FN포토] 2019 한국전기산업대전 2019-10-17 파이낸스투데이 신성대

125 대영채비',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에서 전기차 충전 통합 솔루션 선보여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126 '레즐러',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스마트그린빌리지 프로젝트 소개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127 인셀,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다목적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군 공개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5/6)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982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71198025187903007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71210911187925002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73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76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477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08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13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11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17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6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4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5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8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787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1619325739897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1619273170789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1619192639406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1619404625430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101619430654141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7
http://www.gn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1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5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2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3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6


■ 행사 현장 취재 기사(2019.10.16~10.1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28 'SMK', '전기 바이크 충전 스테이션'으로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129 '파이어킴', 자동소화시스템 '스틱'으로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참가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13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원스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선보여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정환용

131 '싸이로드', '2019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검사용 3D 카메라로 시선 집중 2019-10-17 녹색경제신문 이상권

132 '에너지플러스 2019' 개막...에너지 신기술 한자리에 2019-10-17 환경미디어 강유진

133 국내 최대규모 '에너지 플러스 2019' 전시회 개막 2019-10-17 국토일보 선병규

134 [르포] 에너지플러스 2019 가보니... 2019-10-17 건설경제 안종호

135 [르포]'인터배터리 2019'서 내게 맞는 전기차 타입 알아보다 2019-10-17 미디어펜 나광호

136 LG화학 사장 김종현 “전기차배터리시장이 메모리반도체 만큼 커진다” 2019-10-17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네

137 강동대, '에너지플러스 2019' 현장견학 실시 2019-10-17 이뉴스투데이 정명곤

138 강동대학교, LINC+ 전기전자과, 전기·태양광에너지 인력양성과정 현장견학 2019-10-17 경인일보 서인범

139 강동대, 전기·태양광에너지 인력양성과정 ‘에너지플러스 2019’ 현장견학 2019-10-17 베리타스알파 김하연

140 파워맥스, ‘에너지플러스 2019’에 혁신적 기술접목 제품군 선보여 2019-10-18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141 아이엠피티, ‘에너지플러스 2019’에서 산업용 음향카메라 ii900 선보여 2019-10-18 헬로티 임근난

142
[에너지플러스 2019] LG화학, 25년 이상의 배터리 R&D 역사 및 성과와 차세대 배터
리 전시

2019-10-19 헬로티 김동원

143 [에너지플러스 2019] 에너지 융·복합 신기술 한 자리에, 에너지플러스 2019 2019-10-19 헬로티 김동원

144
[에너지플러스 2019] 아이엠피티, ‘ii900 산업용 음향카메라’ 등 한국플루크 최신 제
품 전시

2019-10-19 헬로티 김동원

145 [에너지플러스 2019] SK이노베이션, 아직 알지 못했던 숨겨진 배터리 이야기 대공개 2019-10-19 헬로티 김동원

146 [에너지플러스 2019] 세진계기, 교리츠의 저항성 누설전류계 소개 2019-10-21 헬로티 김동원

147
[에너지플러스 2019] 레즐러, 더 밝은 사회…더 나은 사회 만드는 지름길! ‘스마트그
리드 솔루션’

2019-10-21 헬로티 김동원

148
[에너지플러스 2019] 소코코리아, 안전과 효율 모두 고려한 소코멕의 ‘퓨즈 스위치’
전시

2019-10-21 헬로티 김동원

149 [에너지플러스 2019] 중앙제어, 앞서나가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 사업 선보여 2019-10-21 헬로티 김동원

150 [에너지플러스 2019] 토마스그룹, 안전한 ‘케이블’, 기술력 갖춘 ‘슬립링’ 전시 2019-10-21 헬로티 김동원

(6/6)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5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7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64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16667576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38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328&py=844&sx=328&sy=344&p=Uj2nplprvOsssmsSL0sssssstaw-017772&q=%EC%97%90%EB%84%88%EC%A7%80%ED%94%8C%EB%9F%AC%EC%8A%A42019&ie=utf8&rev=1&ssc=tab.news.all&f=news&w=news&s=IFHm66w39eO/mn8gj/+QRg==&time=1571655650612&a=nws*f.tit&r=105&i=88105698_000000000000000000215834&g=5138.0000215834&u=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10171012048740452
http://www.mediapen.com/news/view/469503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7350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3070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017010005952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58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42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1&sub=004&idx=48267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281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280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283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282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302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300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306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308
http://www.hellot.net/new_hellot/magazine/magazine_read.html?code=203&sub=001&idx=48310


■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16~10.1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미래 한눈에...에너지플러스2019 성료 2019-10-21 한국에너지신문 오철

2 ‘에너지플러스 2019’ 성료 2019-10-21 전기신문 송세준

3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의 장, ‘에너지플러스 2019’ 성료 2019-10-21 전력신문 -

4 에너지 생애주기 핵심기술 한자리서 조망 2019-10-21 전력신문 -

5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3일간 3만여명 참관 2019-10-21 모터그래프 신화섭

6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료 2019-10-21 더드라이브 박영배

7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료 2019-10-21 오토투데이 이은술

8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에너지데일리 -

9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에너지타임뉴스 -

10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뉴스21 김민수

11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이슈인팩트 장해순

12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코리아닷컴 -

13 대한민국 대표 복합에너지전시회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리 종료 2019-10-21 뉴스와이어 -

http://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09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71631743188166007
http://www.e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18
http://www.e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37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63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5557925080
http://www.auto-today.co.kr/bbs/sub02_02.php?b_Type=R&no=3823
http://www.energydaily.co.kr/_press/?newsid=895821
http://www.enertopianews.co.kr/_press/?newsid=895821
http://www.krnews21.co.kr/news/view.php?idx=262147
http://www.issueinfact.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64
http://news.korea.com/view/normalview.asp?sn=55390599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5821


중앙일보 –진화하는전기차
(2019년 10월 17일)

동아일보 – “전동오토바이는어떻게
작동하나_” (2019년 10월 17일)

매일경제 –신기술체험하는
성윤모장관 (2019년 10월 17일)

한국경제 –에너지신기술전시회찾은
성윤모장관 (2019년 10월 17일)

한국일보 –에너지신기술신기하네
(2019년 10월 17일)



국민일보 –국내최대규모에너지
산업전시회 (2019년 10월 17일)

세계일보 – '에너지플러스
2019' 성황 (2019년 10월 17일)

서울경제 –에너지신기술둘러보는
성윤모장관 (2019년 10월 17일)

이투데이 – '에너지플러스' 개막 (2019년 10월 17일)

전자신문 –韓배터리신기술한눈에보자 (2019년 10월 17일)





InterBattery 2019에참가해주신 업체분들께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InterBattery 2019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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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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