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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장비

명 칭

기 간

주 관

주 최

규 모

InterBattery 2021

서울 코엑스 A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6월 9일(수) –11일(금), 3일간

229개사 500부스

장 소

부대행사 더배터리컨퍼런스, 1:1 온라인 해외바이어 상담회, 글로벌 파트너쉽 세미나, 이차전지 JOB FAIR

전시품목

충전용 배터리 캐퍼시터 소재 및 부품 제조기기 기타



InterBattery 2021은 배터리 산업 분야의 대표 전시회로써,
포스트 코로나시대 속,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급증하는 배터리 업계의 수요에 맞춰

바이어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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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해외 주요 시장별 배터리 현황과 진출 전략 및 협력 방안 논의

Global Patnership Opportunities 세미
나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해외 바이어 1:1 온라인 비즈매칭 지원

1:1 온라인 수출 상담회

이차전지 분야 기업 및 직무 소개 , 
구직자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배터리 잡페어

- 직무 및 기업 설명회

- 멘토링 프로그램



[2020] [2021]

198 229
194 182

4 47

380 500

참가업체 수

국내업체

해외업체

부스 수



Zone 주요 기업

충전용 배터리

제조 기기

해외 기관



내년 재참가 의향

85.4% 긍정 검토

전반적 만족도

94.0% 만족

전시 규모 만족도

95.2%

참관객 양/질 만족도

92.8% 만족만족



참관객
수

국내

해외

16,217명
30,129명

15,410명
29,992명

807명
137명

2020년 인터배터리
InterBattery 2021 참관

객

InterBattery 2021 일별 참관객 수
구분 비율

아시아 68.4%

유럽 15.8%

북미 5.3%

남미 1.7%

중동 5.3%

기타 3.4%

해외 참관객 국가별 비율

구분 일 참관객 총 참관객 수

6/9(수) 8,709명

30,129명
6/10(목) 9,996명

6/11(금) 11,424명

국내 29,992명
국외 137명

69%

16%

5%

2%
5%

3%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중동

기타



업무 분류

업종 분류

개발/설계 3,266 36.6%

설비/유지/보수 368 4.1%

구매/자재 395 4.4%

생산 471 5.3%

품질관리 298 3.3%

영업/마케팅 2,152 24.1%

경영관리 605 6.8%

기타 1,368 15.3%

전기 1,710 19.2%

전자 1,443 16.2%

자동차 2,088 23.4%

기계/설비 1,189 13.3%

건설/건축 104 1.2%

환경 175 2.0%

기타 2,213 24.8%



전시회 관람 목적

이전 관람 여부

정보수집 789 7.2%

구매조사 2,935 26.8%

일반관람 3,099 28.3%

업계동향 파악 2,505 22.8%

제품/기술 구매 529 4.8%

협력/투자/제휴업체 물색 382 3.5%

신규거래선 확보 412 3.8%

차기전시회 참가여부 결정 74 0.7%

창업목적 49 0.4%

기존거래선 방문 100 0.9%

부대행사 참가 93 0.8%

1회 관람 2,980 45.2%

2회 관람 701 10.6%

3회 이상 관람 675 10.2%

없음 2,233 33.9%



DM / T.M

- 기간 : 2021년 1월 ~ 5월
- 대상 : 유관전시 과거 참가업체, 유관 기업 등 누적 DB 746개사 대상
- 내용 : InterBattery 2021 브로슈어 및 참가신청서 발송(1월 ~ 5월)

참가업체 DB 업데이트 및 참가업체 유치 텔레마케팅 시행(1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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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물 제작 및
DM(Direct Mail)발

송

1) 2021년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2) 2021년 초청장 제작 및 배포
3) Guide Book 제작 및 배포
4) 온라인 디렉토리 북 제작 및 배포

언론 홍보
- 기간 : 2021년 2월 ~ 6월
- 내용 : 7여 개의 매체에서 월간지에 전면광고 게재

기사 225건 노출

직접 방문 마케팅
- 기간 : 2021년 1월 ~ 4월
- 대상 : 참가 유력 업체 대상 (약 50개사)
- 내용 : InterBattery 2021 전시회 참가 독려 및 안내

월간지 광고시안
브로슈어 웹 디렉토리 북초청장



코로나19로 인해 세일즈 에이전트 및 전문지 광고 활용하여 해외 홍보 진행

국제신재생

에너지전시회

국제그린

에너지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2021. 7. 8 ~ 7. 10 2021. 4. 28 ~ 4. 30 2021. 10. 13 ~ 10. 15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 엑스코 킨텍스

국내 유관전시회 참가 홍보AABC Europe Battery Japan
Energy Storage 

Europe

China International  

Battery Fair
EES North America

2021. 1. 19 ~ 1. 21 2021. 9. 29 ~ 10. 1 2021. 10. 19 ~ 10.21 2021. 3. 19 ~ 3. 21 2021. 3. 19 ~  3. 21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일본, 도쿄

Tokyo Big Sight
독일, 뒤셀도르프 중국, 심천

미국, 캘리포니아

San Diego’s 

Convention Center 

국내외 유관전시회 참가 홍보



온라인 뉴스레터
+ 팝업창이메일태

그

· 대상 : InterBattery 2021 참가대상 업체 및 작년도 참관객, 유관전시 DB (약 3만
명)
· 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6월
· 횟수 : 국문 뉴스레터 총 13회

· 대상 : InterBattery 기참관객, 배터리 관련 업체 종사자
· 기간 : 2021년 6월
· 내용 : InterBattery 2021 행사안내, 사전등록 유도 및 개막안내

SMS 마케팅

협/단체 온라인
Co-Marketing

·협/단체 대상으로
InterBattery 2021전시회 관
련 공지사항 게재

· 온라인초청장 배포 요청

· 참가업체별 맞춤 초청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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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 유관 네이버 카페 대
상InterBattery 2021 전시회
소개와 사전등록

· 이벤트 관련 홍보게시글 게
재

온라인 광고
· 네이버 카페 광고: 게시물광고 (20여건)
· 구글 GDN 광고: 배터리 분야 연관 키워드 231개 노출 2,006,861회, 클릭 15,037회 기록

* 배너 광고 시안



온·오프라인 홍보

해외바이어 1:1 비즈매칭

InterBattery 국내 참가업체-해외바이어 간 1:1 온라인 비즈매칭 진행

참가업체 소개
페이지 운영

참가업체 소식
상시 업로드

(일 평균 200명 방문)

페이스북, 
블로그 내

참가업체 및 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 전, 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보도 지원

InterBattery
누적 참가업체/참관객

약 3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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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출

(회원사 : 한국전지산업협회 / VAT별도)

명 칭 인터배터리 2022

기 간 2022년 3월 17(목) ~ 19일(토)

장 소 코엑스 A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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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 규 모 300개사, 500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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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ijing Victory Electric Co.,Ltd 삼원전선㈜ ㈜오디에이테크놀로지 컨트롤웍스
ETERNAL MATERIALS CO., LTD. 서일전자㈜ 오토리브(유) ㈜케이엔에스컴퍼니

RiedhammeR GmbH ㈜선광엠파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 케이엠텍㈜

SHMUEL DE-LEON ENERGY LTD 성일하이텍㈜ 옥스포드 인스트루먼츠 코스모신소재㈜

SK이노베이션 세드나이엔지㈜ 올림푸스 한국 주식회사 코히런트 코리아

㈜가스디엔에이 주식회사 세븐킹에너지 ㈜와이엠텍 ㈜퀀텀솔루션
주식회사강원 송암교역㈜ 우리과학상사 주식회사 크레스트

(재)경북테크노파크 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 퀸투스 테크놀로지 (주)우리종합계측기 태국 투자청
㈜그라튜브 시프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 우양신소재 테크웨이즈
㈜그린파워 신흥에스이씨㈜ ㈜우형전자 텔레다인르크로이

금성에이스산업㈜ 쎄딕㈜ (재)울산테크노파크 텔콤씨앤에스㈜
노드슨코리아㈜ EFD ㈜쎄미온 ㈜원익피앤이 텔콤아이씨피㈜

니바/초리 씨아이에스 주식회사 ㈜위코 텔콤인터내쇼날㈜
대경 ㈜씨에스에너텍 ㈜유진테크놀로지 ㈜티에스티인터내셔날

대보마그네틱㈜ 씨티에스㈜ ㈜이공교역 티옵틱스 주식회사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티케이 이레테크 파워일렉트로닉스 매거진

시바릭 바이매탈 콘트롤즈 (두연실업㈜) 아이앤피 이메리스지씨코리아 ㈜파워킹펌프
주식회사 로브 아이엠피티 ㈜이삭이엔씨 파이어킴 주식회사

주식회사 리베스트 ㈜아텍코리아 ㈜이포트 주)파텍
마르포스㈜ 안톤파코리아 ㈜인선모터스 ㈜포스코케미칼

㈜맥사이언스 ㈜앤비젼 인셀㈜ ㈜ 퓨리켐

㈜맥솔루션 어플라이드 스펙트라 인피콘㈜ ㈜피엠씨엔지니어링/시바퓨즈

주식회사메리츠엔지니어링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제이스 한국 그레이코 ㈜

㈜메인세일 에스엔피 ㈜제이에프엠테크 한국다우케미칼실리콘 주식회사

주식회사모던인텍(쓰루가전기) 주식회사에스엠케이 ㈜ 제이오텍 한국메탈실리콘㈜
㈜미섬시스텍 에이에프더블류㈜ ㈜제일기공 한국세라믹기술원

㈜민테크 ㈜에이치시티 주식회사 남강 한국요꼬가와전기㈜
버넥트 ㈜에이피아이앤씨 ㈜신룡 한국유미코아

베이커휴즈코리아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회사 원준 주식회사 한국EM

㈜벡셀 에프디씨에이피㈜ 주한체코대사관 한국태양유전
㈜뷰온 주식회사 엔켐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텍트로닉스

브이피케이 ㈜엘앤에프 ㈜지아이텍 ㈜한국파워셀
비씨에스 ㈜엘지에너지솔루션 ㈜지엘켐 ㈜한국플루크

㈜비앤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엠이케이(맥엔지니어링) ㈜첨단 ㈜한일프로텍

비케이테크놀로지 ㈜연진에스텍 주식회사 청산에스티엠 ㈜한테크

삼성에스디아이㈜ 영인크로매스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 해성마그네트㈜

㈜삼우마테크 ㈜영진코퍼레이션 자이스 코리아 히오키코리아 주식회사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인터배터리 2021, 컨퍼런스+온라인 수출상담 행사로 열려 2021-05-31 IT조선 이민우

2 세계 배터리 거장이 한자리에…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5-31 세계비즈 권영준

3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열어 2021-05-31 산업저널 이점재

4 서울 코엑스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열려” 2021-05-31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5 인터배터리 2021,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부대행사 준비 2021-05-31 오토뷰 -

6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열어 2021-05-31 데일리매거진 이정우

7 "2차전지 기술 한자리에" 인터배터리 2021, 내달 코엑스서 개최 2021-05-31 파이낸셜신문 황병우

8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 미래 조망 다양한 행사 ‘주목’ 2021-05-31 FETV 김창수

9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주목' 2021-05-31 오토모닝 정영창

10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열어 2021-05-31 뉴스와이어 -

11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주목’ 2020-06-01 전기신문 오 철

■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주목’(2021.05.31)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01487.html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10531515918?OutUrl=naver
인터배터리 2021, 전지 시장의 미래 조망할 다채로운 행사 열어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399
인터배터리 2021,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부대행사 준비
http://www.dailymagazin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1521668220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247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86321
http://www.automorning.com/news/article.html?no=44253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4337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622524935218099094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했다…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헤럴드경제 이정환

2 차세대 배터리 기술 한 눈에”..'인터배터리 2021' 오늘 개막 2021-06-09 이데일리 김영수

3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4 [인터배터리 '21] 오늘 개막…최신 배터리 기술 한자리에 2021-06-09 EBN 이혜미

5 ‘인터배터리 2021’, 9일 서울 코엑스서 개최 2021-06-09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6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 인터배터리 2021 개막 2021-06-09 FETV 김창수

7 K-배터리 드림팀 모인 2021 인터배터리 개최. 배터리 3사 포함 229개 기업 참여 2021-06-09 오토데일리 박상우

8 국가대표 배터리 다 모였다···'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더팩트 최승현

9 '인터배터리 2021' 코엑스서 개막…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 2021-06-09 데일리한국 김자경

10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했다!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로컬세계 길도원

11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했다!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교통환경신문 이동기

12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했다! ‘인터배터리 2021’ 개최 2021-06-09 아크로팬 -

■ 차세대 배터리 기술 집약했다! ‘인터배터리 2021’ 개최(2021.06.09)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900017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59606629080080&mediaCodeNo=257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078
https://www.ebn.co.kr/news/view/1486941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6008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87357
https://www.auto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947
http://news.tf.co.kr/read/economy/1867062.htm
https://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2106/dh20210609152408147950.htm?s_ref=nv
http://www.localsegy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0450257090
http://www.kten.kr/news/view.php?no=6511
http://kr.acrofan.com/detail.php?number=224019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인터배터리' SK이노베이션 부스 찾은 문승욱 장관 2021-06-09 연합뉴스 -

2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터배터리 2021’ 방문 2021-06-09 세계일보 -

3 [포토]인터베터리 전시회 참석한 문승욱 장관 2021-06-09 아시아경제 -

4 인터배터리 찾은 문승욱 장관 2021-06-09 전자신문 이동근

5 [포토] 인터배터리 전시회 둘러보는 문승욱 장관 2021-06-09 디지털타임스 박동욱

6 [포토]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기업 적극 지원할 것” 2021-06-09 아시아타임즈 조광현

7 한 자리에 모인 배터리 3사 대표 2021-06-09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8 [천지포토] 삼성SDI의 교체형 배터리팩 살펴보는 문승욱 장관 2021-06-09 천지일보 남승우

9 전시회장 둘러보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2021-06-09 뉴스핌 -

10 [포토] 문승욱 장관 "K-배터리 세계시장 지속적 선도 위해 적극 지원할 것" 2021-06-09 일요시사 박성원

■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터배터리 2021’ 방문(2021.06.09)

'인터배터리' SK이노베이션 부스 찾은 문승욱 장관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09515507?OutUrl=nave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911265731972
https://www.etnews.com/20210609000216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902109919035002&ref=naver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609500163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088
[천지포토] 삼성SDI의 교체형 배터리팩 살펴보는 문승욱 장관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609000710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0098


No. 헤드라인 기재일 매체 기자명

1 배터리 기술 총집합 ‘인터배터리 2021’ 성료… 3일간 3만명 방문 2021-06-14 아크로팬 -

2 “배터리 기술 총집합 ‘인터배터리 2021’ 인산인해 이뤘다” 2021-06-14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3 인터배터리, 관람객 3만명 참여 속 성황리 마무리 2021-06-14 데일리한국 주현태

4 인터배터리 2021, 관람객 3만명 참여 속 성황리 종료 2021-06-14 교통환경신문 이동기

5 인터배터리 2021, 관람객 3만명 참여 속 성황리 종료 2021-06-14 오토모닝 정영창

6 배터리 기술 총집합 ‘인터배터리 2021’ 성료… 3일간 3만명 방문 2021-06-14 동아일보 김민범

■ 배터리 기술 총집합 ‘인터배터리 2021’ 성료… 3일간 3만명 방문(2021.06.14)

http://kr.acrofan.com/detail.php?number=224453
“배터리 기술 총집합 ‘인터배터리 2021’ 인산인해 이뤘다”
인터배터리, 관람객 3만명 참여 속 성황리 마무리
http://www.kten.kr/news/view.php?no=6522
http://www.automorning.com/news/article.html?no=444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614/107430515/1


세계일보 –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인터배터리2021‘방문(2021년 06월 10일)



디지털타임스 – "아 이게 K-배터리" (2021년 06월 10일)



매트로 – 인터배터리 전시회 찾은 문승욱 장관 (2021년 06월 10일)



SBS – ‘2021인터배터리’ 폐막…위상 높아진 K배터리, 과제는? (2021년 06월 11일)





InterBattery 2021에 참가해주신 업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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