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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전기차 전시회로

전기차 사용자와 바이어들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서 개최

2023년 가장 먼저 개최되는 전기차 전시회로

가장 빠른 마케팅을 통해 이슈 선점 및 

홍보 극대화

세계 3대 배터리 전시회 ‘InterBattery’와의

동시개최를 통해 40,000여명의 참관객 공유

코엑스와 XPACE 미디어 등 트렌디한 매체를 통해

브랜드 노출 극대화

4 POINTS OF 
EV TREND KOREA EV TREND KOREA는 2018년 최초 개최되어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온 대한민국 대표 전기차 전시회입니다. 

트렌드가 아닌 필수가 된 전기차 시대에서 EV TREND KOREA를 통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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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bility 
전기승용차, 전기상용차, 전기버스,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등

Battery/ECU/EV Motor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BMS, OBC, 

구동모터, ISG모터, 회생제동시스템, 감속기 등

Charge Equipment 
완속 충전, 급속충전, 무선충전, 

가정용 충전, 휴대용 충전 등

Thermal management 
히트펌프시스템, 수가열식전기히터, 

파워트레인열관리기술, 

배터리열관리통합제어시스템 등

관련용품 

친환경 소재 및 타이어, 관리용품, 

연료절감기, 매연저감장치 등

R&D, Testing 
관련 인증 및 생산설비 측정기기, 

R&D 연구기관 등

정책홍보관

환경부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2050 정책 홍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정책 홍보,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홍보 등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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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EV TREND KOREA 2023

기   간 2023. 3. 15(수) - 17(금)

장   소 서울 코엑스 C홀

규   모 120개사 400부스, 바이어 30,000명

주   최 환경부(예정)

주   관 코엑스, 한국전지산업협회

후   원 서울시(예정)

전시품목 E-mobility, E-mobility IT, 충전 인프라, 전장품, 

 관련용품, 인프라 서비스, 정책홍보관

부대행사 EV AWARDS, EV 360 컨퍼런스, EV 에코랠리 등

동시개최행사 InterBattery (A·B홀)

홈페이지 www.evtrendkorea.co.kr

SHOW 
OVERVIEW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패러다임의 대전환 속에서 어떤 질서로 재편될까요?

EV TREND KOREA는 서울 유일의 전기차 엑스포로 전기차 민간보급 단계별 확대, 새로운 전기차 문화 형성, 사용자 불편 개선 등 

친환경 전기차 사용에 앞장서며 사회 대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신 친환경 전기차 트렌드를 볼 수 있는 EV TREND KOREA. 

2023년 3월 서울 강남의 중심 코엑스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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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어워즈

EV 어워즈는 국내 유일 순수 전기차 어워즈로서 참관객을 비롯하여 

전기차 사용자, 미래의 전기차 소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참여형 어워즈 입니다. EV트렌드코리아는 EV 어워즈를 통해

국내 여러 전기차 브랜드와 모델 중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시  2023.03.15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배터리 x EV 투자 세미나

전 세대를 어우르는 관심사 중 하나인 투자를 겨냥하여 EV 트렌드코리아는

투자 세미나를 통해 EV산업의 현황과 미래의 성장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산업 이슈 및 투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023.03.17

장소  C홀 내 세미나장

신차 런칭

올 한해 트렌드를 주도할 신차는 무엇일까요?

EV트렌드코리아는 2023년 대한민국 EV트렌드를 이끌 EV신차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일시  2023.03.16

장소  코엑스 C홀

EV 바이어 매칭 상담회

EV트렌드코리아는 참가업체와 바이어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비즈니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V 바이어 매칭 상담회를 통해 참가업체 여러분들께 

세일즈 및 마케팅 기회의 장을 열어드립니다.

일시  2023.03.15 ~ 17

장소  C홀 내 상담회장

EV 360 컨퍼런스

EV 360 컨퍼런스는 EV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외 친환경차산업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세션을 구성하여 

향후 EV의 국내외 정책 그리고 다가올 EV의 미래에 제안하고

토론합니다. 

일시  2023.03.15

장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EV 에코랠리

EV 에코랠리를 통하여 EV트렌드코리아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전기차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EV 에코랠리는

‘전비왕’을 가리는 친환경레이스입니다. 과연 올해의 전비왕은 

누가 차지 할까요?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올해의 전비왕을 

만나보세요.

일시  2023.03.16 ~ 17

장소  코엑스 남문 광장

CONCURRENT 
EVENTS 

EV TREND KOREA 2023은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EV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 투자 세미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바이어 매칭 상담회, 

그리고 참관객이 참여하는 EV 어워즈와 EV 에코랠리를 통해 비즈니스 플랫폼을 뛰어 넘어 친환경차의 모든 것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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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 볼보

벤츠 아우디 폴스타

포르쉐 테슬라 bmw

대영채비 코스텔 클린일렉스

디피코 환경부 서울시

2022 FACT & FIGURES
참가업체 및 참관객 규모

참가업체 및 참관객 규모

참관객 관심분야 주요 참가업체

53 개사
  307부스

3.7점  *5점 만점

38,082 
명

47.3%

30.5%

EV트렌드코리아2022는 다양한 참가업체와 많은 참관객이 함께 했습니다. 

다가오는 EV 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우리는 더욱 많은 친환경차 산업의 참가업체와 바이어 그리고 

친환경차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대창모터스, 디앤에이모터스, 젠트로피, 제이제이모터스, 새만금개발청,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네덜란드대사관, 플러그링크, 캐스트프로,  

에이치엘클레무브,  유라 전선기술연구소, 영일프레시젼, 신산이엔지 등

  참가업체

  참가업체 만족도

  완성차

  참관객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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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절차

신청서 제출

▶

계약금 납부

▶

잔금 납부

▶
EV TREND KOREA 2023

2023. 3. 15(수) 개막조기신청 | 2022. 09. 30

일반신청 | 2022. 12. 30

부스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부스비 잔액의 100%

2022. 12. 30까지

부스비 안내
단위 : 원, VAT 별도

구분(1부스 기준) 독립부스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조기신청 (~2022. 9. 30) 2,300,000원 2,700,000원 3,300,000원

일반신청 (~2022. 12. 30) 2,700,000원 3,100,000원 3,600,000원

부스 안내   
* 부스 이미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독립부스 조립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

전시 면적만 제공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최소신청단위  폭 1m x 높이 2.4m, 

| 높이제안  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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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 1개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시 별도 신청 필요)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부스소재

  전면부 : 조명이 삽입된 블록조립으로 구성

  후면부 :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LED패널 간판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

  (단, 조명 이외의 전력 사용시 별도 신청 필요)

서울 유일의 친환경차 엑스포 EV트렌드코리아는 EV와 함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EV트렌드코리아는 마케팅, 홍보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2023년 3월, 새로운 EV의 라이프스타일이 시작됩니다.

3m 3m

전시장 안내

Hall C EV TREND KOREA 2023

 E-Mobility, E-Mobility IT, 충전인프라, 전장품 등

Hall A, B InterBattery 2023

 이차전지, 소재부품, 케퍼시터, 제조기기, ESS 등

3F

1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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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TREND KOREA 사무국 (주)코엑스 

T. 02-6000-1066,1065
E. evtrendkorea@coex.co.kr
W. www.evtrendkorea.co.kr

한국전지산업협회 

T. 070-5097-1268
E. twlee@k-bia.or.kr
W. www.k-bi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