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Battery 2023은 2013년 처음 개최한 후 
이차전지산업의 성장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매년 30% 가까이 성장하며 이제는 국내/외 이차전지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CATL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InterBattery는 
300개사 1,000부스 50,000여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입니다. 

The Most Effective
Business Platform
For Rechargeabl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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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s No.1 Battery Show

일시

장소

주최

주관

협찬

전시품목

부대행사

예상규모

예상참관객

동시개최행사

홈페이지

2023. 3. 15(수) - 3. 17(금), 3일간

코엑스 A ·B홀(18,378sqm)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삼성SDI · LG에너지솔루션 · SK온 · 포스코케미칼 
엘앤에프 · 베이커휴즈 · 칼자이스 · 원준
에코프로비엠 · 미섬시스텍

충전용 배터리 · 캐퍼시터 · 소재 및 부품 · 제조기기

더 배터리 컨퍼런스 ·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참가업체 세미나 · 배터리 x EV 투자 세미나 
배터리 잡페어 · 네트워킹 데이

300개사 1,000부스(2022년 198개사 664부스)

50,000명(2022년 41,020명)

EV TREND KOREA(D홀)

www.interbattery.or.kr

인터배터리는 코로나 상황에도 
매년 약30% 가까이 성장해 
세계3대 이차전지 전문전시회로
자리매김했으며, 2023년에는 
300개사 1,000부스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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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 Asia’s No.1 battery show
InterBattery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로서, 
2023년도에는 보다 확장된 규모인 300개사 1,000부스, 18,378sqm로 
개최될 예정이며, 50,000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Big buyers in the EV industry are
just next to you
InterBattery와 동시에 개최되는 EV TREND KOREA는 
현대자동차, 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참가하여 배터리 
업계의 주요 바이어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o business with key players 

of battery industry
세계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3대 배터리 제조사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가 매년 큰 규모로 참가하는 본 전시회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Pay for 3 days 
and get 365 days promotion
InterBattery는 공식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참가업체 
소개 및 신제품 소식 등을 365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홍보합니다.Seize the moment of 

networking once a year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The Battery Conference,  
InterBattery Networking Day 등을 통해 1년에 단 한번,
이차전지 업계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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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sons
to Exhibit

1. 
4. 

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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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 설문결과

참가업체 
만족도

구매조사
업계동향파악
정보수집
제품/기술 구매
협력/투자/제휴업체물색
일반관람
신규거래선확보
기존거래선방문

개발/설계
구매/자제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생산
설비/유지/보수
품질관리
기타

참가업체수 참관객수

재참가 희망

부스 수

198

664
참관 목적

참관객 업무

주최 측
전시운영

주최 측 
전시홍보

23.1%

20.0%

19.0%

12.1%

7.1%

5.6%

5.5%

3.1%

38.7%

12.4%

11.6%

5.4%

5.3%

4.5%

3.7%

18.4%

만족

만족

고려아연
인터배터리 2022는 고려아연의 2차전지 소재 사업의 
품질 기술력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배터리 관련하여 처음
으로 참석한 대외 행사였습니다. 다양한 고객들에게 고려
아연의 2차전지 소재사업의 경쟁력을 효과적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내부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국내 유일의 
배터리 전문 전시회로서 인터배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원합니다.

SK 넥실리스
대한민국 최대 이차전시 전시회인 인터배터리를 통해 
고객사, 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들과 뜻깊게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제품과 기술력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서 홍보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인터배터리에 참가한 여러 회사들이 각자 어떤 
제품과 기술을 내세우는지 보면서, 배터리 업계의 현황과 
최신 트렌드도 몸소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여러모로 
유익한 전시회였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올해를 필두로 
내년 인터배터리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원익피앤이
당사 부스 방문객이 1,000명 이상 방문했을 정도로 현지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올해에도 배터리 3사 및 자동차 
OEM 업체 방문이 많았습니다. 작년과 달리 현장에서 
2번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온라인으로 부스와 현지 
반응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시 참가가 어려운 해외 바이어
에게도 전시 부스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가 끝난 후, 국내 바이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에게 다양한 문의가 오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
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 기술력과 트렌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 및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글로벌 전시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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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

91.7%

75%

83.4%

InterBattery 2022 Facts and Figures Messages from Exhib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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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tery Conference
세계 유수의 전지 산업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전지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폐배터리 시장,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전망 등을 ‘더배터리컨퍼런스’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참가업체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바이어를 초청하여 1:1 비즈매칭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터배터리 2022 상담결과 
   상담건수 120건, 상담액 22.9백만달러, 계약추진액 12.4백만 달러

참가업체 세미나
참가업체 세미나는 인터배터리 참관객을 대상으로 회사 
및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참가업체 
프레젠테이션은 부스를 스쳐 지나간 참관객들에게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terBattery 
Networking Day
참가업체와 바이어가 함께하는 
InterBattery Networking Day는 
이차전지 전 분야의 업계 종사자
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프로그
램입니다.  

배터리 x EV 
투자세미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배터리 및 EV 시장의 현황 및 미래
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 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
합니다.

배터리 잡페어
참여기업들에게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차전지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직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소중
한 시간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배
터리 잡페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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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가업체

글로벌 TOP 4 배터리 기업

Main Exhibitors & Exhibit Items Concurrent Events

전시품목

이차전지 리튬 이온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공기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니켈수소전지, 
기타 충전 배터리 및 저장기술 등

커패시터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하이브리드 커패시터, 전해 커패시터, 
리튬 이온 커패시터, REDOX 커패시터 등

소재 및 부품 양극재료, 음극재료, 전해질, 분리막, 집전장치, 기압환기구, 전극포일, 
절연튜브, 활성화탄소, 이온액체, 수소 흡장 합금 등

제조기기 전극제조장비, 믹서, 코팅장비, 화학증착장비, 건조설비, 압축가공기, 
Slitter/Cutter/Stamping 장비, 권선기, 조립장비, 절연기 등

검사 / 측정장비 충방전 테스트 장비,  Impedance Measuring Equipment, Filing Measuring Equipment, 
절연계, Life Tester 열화 시험장비, 안전측정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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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대상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와
1:1 상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수출상담 기회 제공
- 2022년도 상담/계약 실적

전시회 기간 참가업체 현장 인터뷰 및 실시간 현장 라이브를 통해
전시회에 방문하지 못한 국내외 바이어 대상 참가업체 홍보 기회 제공 
(전시회 이후 인터배터리 공식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가능)

전시장 내 세미나룸 무상제공을 통해 
참가업체 신제품 및 신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스크린, 마이크, 스피커 장치 등 기자재 무료 지원

EV TREND KOREA는 현대자동차, 기아, 볼보 등 
전기차 주요 브랜드가 참가하는 전시회로, 
InterBattery와 동시개최되어 EV 주요 바이어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업체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시 호텔 숙박 지원 
- 행사장 인접 5성급 호텔 
- 1개사당 3박 지원(선착순, 소진 시 마감)

홈페이지, 뉴스레터, SNS를 통한 참가업체 소개 및 신제품 소식 홍보

상담건수 상담액 계약추진액

120건 22.9백만달러 12.4백만달러

해외바이어 수출 상담회

참가업체 현장 Live

On-Site 
Seminar room

Accommodation

365 Days Promotion

Key Benefits for Exhibitors

Co-located Exhibition

Participation Guideline

신청서 제출

조기신청
~ 2022.09.30

일반신청
~ 2022.12.30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 납부

부스비 잔액의 100%
& 부대시설 이용료 

~ 2022.12.30

참가절차 부스비 안내 * 단위 : 원, VAT별도 / 회원사 :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원사

* 회원사 가입 문의는 한국전지산업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 부스 이미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부스타입 안내

2023.3.15 (Wed.)

구분(1부스 기준) 부스형태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조기신청 
(~ 2022. 09. 30)

회원사 2,100,000 2,500,000 3,000,000

비회원사 2,300,000 2,700,000 3,300,000

일반신청 
(~ 2022. 12. 30)

회원사 2,500,000 2,900,000 3,400,000

비회원사 2,700,000 3,100,000 3,600,000

독립 부스 조립 기본 부스 프리미엄 부스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최소신청단위 
2부스 이상

높이제한
5m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부스소재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
으로 조립

상호간판 
국/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안내데스크/의자
부스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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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부스소재
전면부 : 
조명이 삽입된 블록조립으로 구성
후면부 :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
으로 조립

상호간판 
LED 패널 간판

안내데스크/의자
부스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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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

3m

전시면적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