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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행사 결과 REVIEW

오토캠핑┃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등 롯데오토피에스타┃수입차 및 신차

국내 최대·유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비즈니스 플랫폼  ㅣ  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종합전시회 대한민국 최초 바이크 빅 페스티벌  ㅣ  브랜드와 모든 바이커들이 모이다! 

2020 대한민국 바이크 문화의 시작!

전 시 회 명 2020 KOREA Auto-Bike Festa (오토-바이크 페스타)

전 시 기 간 2020. 10. 15(목) ~ 10. 18(일) 4일간  

전 시 장 소 KINTEX 1전시장 및 야외 전시장

주 최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주 관 바이크캐스트, ㈜카테인먼트

후 원 대한모터사이클연맹

Sales Promotion

바이크 블랙프라이데이

• 바이크, 파츠, 악세서리, 기어  

시즌 오프 할인 프로모션

• 신제품, 새시즌 프리런칭 

프로모션  

(사전 공개 및 계약)

• 기존 고객 대상 바우처 

프로모션

• 바이크 및 악세서리 

현장 케어 서비스

Bike Event

퍼포먼스 이벤트

• 계약 바이크 출고 이벤트 

(Unboxing)

• 바이크 용품 플리마켓 

• 바이크 시승

• 크로스 매칭 이벤트 

(참가업체 간 협업)

• 신제품 런칭 쇼

• 경매행사 

• 포토 존  SNS 업로드 이벤트

Business Meeting

Co-work Biz. 활성화

• 브랜드사, 1차 유통사의  

중소 업체 미팅

• 지역 딜러 모집 및  

협력사 모집

• B2B 계약 상담 

(배달업체, 기업 계약)

• 타산업군 매칭 

(패션, 엔터, 아웃도어 등)

• 기존고객 및 동호회 

케어 서비스

Business Seminar

캠페인 / 정책 / 미래산업

• 제도 및 규제 세미나

• 미래산업과 이륜차 시장의  

역할

• 4차 산업 시대의 메트로 유통

• 캠페인 활동

 -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캠페인

 -   몰바족을 위한 커밍 아웃 

(안전 라이딩)

 -   바이크 배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캠페인

#브랜드전시  #바이크파츠  #바이크액세서리  #바이크문화  #바이크동호회  #바이크축제  #바이크비교체험  #모이자! 바이커~  

 2020 전시개요 OVERVIEW

전 시 기 간 2020. 10. 15(목) ~ 18(일), 4일간

전 시 장 소 KINTEX 1전시장 및 야외 전시장

주  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주  관 (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주)킨텍스

공 동 주 관

(가나다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예정)

후  원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예정)

참가업체수 350개사, 1,900부스 (목표)

참관객 수 100,000명 (목표)

대한민국 No.1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 전시회

전시  
차량 수

참가  
기업 수

참관객 수 
(11개국)

전시  
면적(㎡)

참가  
부스 수

430

311

81,762

45,779

1,887

동시개최

Seminar┃세 미 나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발전 세미나,  

해외 시장 진출 세미나, 정비교육/트렌드 세미나,   

자동차 창업과 경영 세미나,  

자동차 튜닝 산업 발전 세미나,  

자동차 튜닝 규제 체제 혁신에 따른  

활성화 방안

Event┃특별관·이벤트

신제품 특별관, 튜닝카 쇼케이스,  

차량 토털 케어 이벤트(세차, 정비),  

KARA 짐카나 스쿨, 자동차 A/S (정비, 튜닝), 

EMMA KOREA

Competition·Etc┃경진대회·기타

• 정비기능경진대회, 튜닝카 경진대회,   

자동차 광택 경진대회

•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취업 설명회

2019 오토살롱위크 참가업체 설문 조사*

기존 거래선 유지 및 관리

브랜드 및 제품 홍보 만족 참가 예정

내수시장 확대 보통 이상 긍정 검토

기타

매우 만족

불만족 

*설문 조사 결과 응답률 : 참가업체 311개사 중 78%

반드시 참가

불참 

13%

1%

10%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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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살롱위크’는

대한민국 No.1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브랜드입니다.

2019년, ‘서울오토살롱’ 과 ‘오토위크’ 전시를  

성공리에 통합하며 국내 최대·유일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0년, 오토바이크페스타·오토캠핑·오토피에스타를

동시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체험과 함께하는  

종합전시회로 발돋움하려고 합니다.

Brand
Launch
•  신규 브랜드, 신제품 론칭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최적의 장소

•  100,000 여 명(목표)의 참관객 대상으로  
트렌디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

•  100,000여 명 이상의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업계 종사자 및 마니아 대상  
타킷 마케팅 가능

•  국내 현 시장 동향 파악 및  
최종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한  
피드백 수렴 가능

Marketing

대한민국  
No.1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
•  Since 2003

P.R. / SNS
•  60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의 방문 및 취재,  

945건 기사 게재 (2019 기준)

•  유튜버, 블로거를 포함한 크리에이터의  
방문으로 직·간접 바이럴 홍보 가능

•  전시회 개최 전, 개최 기간, 개최 후  
주최사의 적극적인 기업 PR 지원 
(SNS, 뉴스레터, 보도자료,  
매체사 광고 등)

Business
•  잠재 고객 발굴을 통한  

영업기회 (Sales Lead) 창출

•  튜닝숍, 정비소, 유통 업체 종사자  
필수 방문 전시회로 진성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한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의 기회

Who visit?
Core Target (핵심 고객)

183만여 명의 국내 자동차 업계 관련 종사자*
국내 자동차 업계 종사자라면 필참하는 전시!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

Sub Target (후보 고객)

5만여 명의 자동차 매니아

자동차를 좋아하는 준전문가 총 집결!
이들의 경험이 곧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Goal Target (목표 고객)

2,344만 차량 소유주**

국내 차량 등록 대수 2,344만 대 돌파!
‘자동차에 관련한 모든 것’을 선사하는 전시회로
국내 2,344만 오너드라이버가 모두 방문하는 그날까지!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계 자료 (2016)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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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부스

조립부스

마감일자

조기신청구   분

2,000,000원

2,400,000원

2,200,000원

2,600,000원

일반신청 비   고

전시면적(Space)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전시면적(Space) + 조립부스 장치 제공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케미컬

엔진 오일, 각종 첨가제, 광택제, 세차제 등 

필름

윈도 필름, 카스킨필름, PPF 필름 등

퍼포먼스

터보 및 슈퍼차저, 흡/배기 튜닝, 서스펜션, 
브레이크, 디스크, 엔진 튜닝, ECU 등

드레스업

에어로파츠, 인테리어, LED 램프 등

휠 / 타이어

액세서리

전장용품
승용, 타이어(GP/HP/UHP), 상용 타이어
(LT/TB), 산업용 타이어, 휠 블랙박스, 카오디오, HUD,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TPMS 등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용품 등

자동차 소모품, 용품, 인테리어 제품, 실내·외 몰딩 등

나만을 위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AUTOTUNING·CARE·ACCESSORIES

모터스포츠

온로드/오프로드 레이싱 팀, F-1,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홍보관, 
레이싱 전용 제품 등

브랜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튜너브랜드, 캠핑카, 
모터사이클, 푸드트럭 등

 스페셜
 
스페셜 슈퍼카, 클래식카,  
브랜드 커스터마이즈 카, 수제 스포츠카, 
튜닝 및 커스텀 바이크

  

미래자동차 쇼케이스

연결(Connectivity), 자율 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cation)

 

클래식카부터 슈퍼카까지 화려한 라인업

AUTO MOBILES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

판금/도장/덴트/코팅 및 광택-판금/도장 공구,
차량용 페인트, 도장 기기 및 부스

정비소

부품

정비소 설비, 장비, 공구
정비용품 및 기타

정비기기/공구, 윤활유, 첨가제, 소모품, 
상용차, 특장차 관련 설비 용품 등

서비스

전문 튜닝숍, 멀티 시공숍, APP, 온라인몰, 보험, 
O2O, 학교, 시뮬레이터, 미니카, 리스, 중고차 등 
정비 프랜차이즈, 구난 및 정비 서비스, 폐차 
서비스, 판매 및 대여, E-Commerce 등

 OEM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대체부품 등

최신 자동차 정비 부품 트렌드가 한자리에

AUTO SERVICE·PARTS
(목)까지2020.4.30 (금)까지2020.8.28

농협은행 301-0243-9630-41  |  예금주 : ㈜킨텍스  (※입금 시 ‘회사명’ 반드시 기재)

참가비 납입처 안내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전화

인터넷전용선

60,000원/kW

200,000원/개소

100,000원/kW

60,000원/대
150,000원/대

150,000원/포트

구   분 비   고단   가

220V/60HZ 단상, 삼상
380V/60HZ 삼상

국내용

국제용

설치 및 사용료 포함 

기본형

24시간용 220V 단상 

※VAT 별도, 부스 당 비용 
※1부스 : 4m * 3m = 12㎡

※VAT 별도

◆ 부스 참가비 안내

◆ 부대시설 사용료 ◆ 조립부스 제공 내역

◆ 부스 신청 절차

부스 벽체 
·4m x 3m x 2.4m(h)

상호 간판 
·국/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부스 바닥
·Pytex (방염 파이텍스)

기타 제공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신청 부스 수와 관계없이 업체당 1set)

 ·SPOT 조명 4ea,  2구 콘센트 1ea,
 ·전기 1kW

참가 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mail 또는 Fax 제출

계약금 납부(50%)

참가신청서,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입

잔금 + 부가세 납부

납부 기간 마감 
2020.8.21(금)까지 

문의처

2020 오토살롱위크 사무국   |   info@autosalonweek.com   |   www.AUTOSALONWEEK.com 

+82 31-995-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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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부스

조립부스

마감일자

조기신청구   분

2,000,000원

2,400,000원

2,200,000원

2,600,000원

일반신청 비   고

전시면적(Space)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전시면적(Space) + 조립부스 장치 제공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케미컬

엔진 오일, 각종 첨가제, 광택제, 세차제 등 

필름

윈도 필름, 카스킨필름, PPF 필름 등

퍼포먼스

터보 및 슈퍼차저, 흡/배기 튜닝, 서스펜션, 
브레이크, 디스크, 엔진 튜닝, ECU 등

드레스업

에어로파츠, 인테리어, LED 램프 등

휠 / 타이어

액세서리

전장용품
승용, 타이어(GP/HP/UHP), 상용 타이어
(LT/TB), 산업용 타이어, 휠 블랙박스, 카오디오, HUD,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TPMS 등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용품 등

자동차 소모품, 용품, 인테리어 제품, 실내·외 몰딩 등

나만을 위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AUTOTUNING·CARE·ACCESSORIES

모터스포츠

온로드/오프로드 레이싱 팀, F-1,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홍보관, 
레이싱 전용 제품 등

브랜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튜너브랜드, 캠핑카, 
모터사이클, 푸드트럭 등

 스페셜
 
스페셜 슈퍼카, 클래식카,  
브랜드 커스터마이즈 카, 수제 스포츠카, 
튜닝 및 커스텀 바이크

  

미래자동차 쇼케이스

연결(Connectivity), 자율 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cation)

 

클래식카부터 슈퍼카까지 화려한 라인업

AUTO MOBILES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

판금/도장/덴트/코팅 및 광택-판금/도장 공구,
차량용 페인트, 도장 기기 및 부스

정비소

부품

정비소 설비, 장비, 공구
정비용품 및 기타

정비기기/공구, 윤활유, 첨가제, 소모품, 
상용차, 특장차 관련 설비 용품 등

서비스

전문 튜닝숍, 멀티 시공숍, APP, 온라인몰, 보험, 
O2O, 학교, 시뮬레이터, 미니카, 리스, 중고차 등 
정비 프랜차이즈, 구난 및 정비 서비스, 폐차 
서비스, 판매 및 대여, E-Commerce 등

 OEM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대체부품 등

최신 자동차 정비 부품 트렌드가 한자리에

AUTO SERVICE·PARTS
(목)까지2020.4.30 (금)까지2020.8.28

농협은행 301-0243-9630-41  |  예금주 : ㈜킨텍스  (※입금 시 ‘회사명’ 반드시 기재)

참가비 납입처 안내

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전화

인터넷전용선

60,000원/kW

200,000원/개소

100,000원/kW

60,000원/대
150,000원/대

150,000원/포트

구   분 비   고단   가

220V/60HZ 단상, 삼상
380V/60HZ 삼상

국내용

국제용

설치 및 사용료 포함 

기본형

24시간용 220V 단상 

※VAT 별도, 부스 당 비용 
※1부스 : 4m * 3m = 12㎡

※VAT 별도

◆ 부스 참가비 안내

◆ 부대시설 사용료 ◆ 조립부스 제공 내역

◆ 부스 신청 절차

부스 벽체 
·4m x 3m x 2.4m(h)

상호 간판 
·국/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부스 바닥
·Pytex (방염 파이텍스)

기타 제공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신청 부스 수와 관계없이 업체당 1set)

 ·SPOT 조명 4ea,  2구 콘센트 1ea,
 ·전기 1kW

참가 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mail 또는 Fax 제출

계약금 납부(50%)

참가신청서,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입

잔금 + 부가세 납부

납부 기간 마감 
2020.8.21(금)까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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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MOBILES ┃  클래식카부터 슈퍼카까지 화려한 라인업

브랜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튜너브랜드, 캠핑카,
모터사이클, 푸드트럭 등

스페셜
스페셜 슈퍼카, 클래식카, 브랜드 커스터마이즈 카, 
수제 스포츠카, 튜닝 및 커스텀 바이크

미래자동차 쇼케이스
연결(Connectivity), 자율 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cation)

모터스포츠
온/오프로드 레이싱 팀, F-1,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홍보관, 레이싱 전용 제품 등

AUTO BIKES ┃  대한민국 No.1 오토-바이크 빅 페스티벌

오토-바이크
슈퍼스포츠, 스포츠 바이크, 네이키드 바이크,  
모토크로스, 엔듀로 바이크, 클래식 바이크, 투어러,  
어드벤처, 스쿠터, ATV

라이딩 기어
라이딩 헬멧, 슈트, 자켓, 팬츠, 부츠, 글로브,  
라이딩 캐주얼 어패럴, 이너웨어, 프로텍터, 고글 등

e-Mobility
전기 스쿠터, 배달용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전동 휠, 레저용 전기 바이크 등

바이크 튜닝 및 파츠
흡기/배기 튜닝 파츠, 브레이크 튜닝 파츠, 레이싱 및 
온/오프로드 타이어, 커스텀 휠, 배터리, 필터, 오일,  
외장 커스텀 파츠, 외장 휀더/바디 페어링 파츠,  
모토캠핑 장비, 시트 커스텀 등

바이크 악세서리
모토캠핑 악세서리, 모바일 마운트, 블루투스,  
블랙박스, GPS, 액션캠, 탑케이스, 사이드케이스,  
바이크 전용 수납 용품, 바이크 전용 전기 장치,  
바이크 전용 외장관리 케미컬/세차 용품 등

오토-바이크 라이프
오토-바이크 매거진 및 미디어, 연합회,  
바이크 관련 협회, O2O 서비스, 동호회 등

AUTO TUNING·CARE·ACCESSORIES ┃  나만을 위한 자동차 커스터마이징

퍼포먼스
터보 및 슈퍼차저, 흡기/배기 튜닝, 서스펜션,  
브레이크, 디스크, 엔진 튜닝, ECU 등

드레스업
에어로파츠, 인테리어, LED 램프 등

타이어 / 휠
승용 타이어(GP/HP/UHP), 상용 타이어(LT/TB),  
산업용 타이어, 휠

케미컬

엔진 오일, 각종 첨가제, 광택제, 세차제 등

필름

윈도 필름, 카스킨필름, PPF 필름 등

액세서리

자동차 소모품, 용품, 인테리어 제품, 실내·외 몰딩 등

전장용품

블랙박스, 카오디오, HUD,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TPMS 등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용품 등

AUTO SERVICE·PARTS ┃  최신 자동차 정비 부품 트렌드가 한자리에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
판금, 도장, 덴트, 코팅 및 광택 도장 공구, 
차량용 페인트, 도장 기기 및 부스

정비소
정비소 설비, 장비, 공구

부품소

OEM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대체부품 등

서비스

전문 튜닝숍, 멀티 시공숍, APP, 온라인몰, 보험, O2O, 

학교, 시뮬레이터, 미니카, 리스,  

중고차 등 정비 프랜차이즈, 구난 및 정비 서비스,  

폐차 서비스, 판매 및 대여, E-Commerce 등

정비용품 및 기타

정비기기, 공구, 윤활유, 첨가제, 소모품, 상용차,  

특장차 관련 설비 용품 등

 부스 참가비 안내

참가비 납입처 안내

농협은행 301-0243-9630-41 ┃ 예금주 : ㈜킨텍스 (※입금 시 ‘회사명’ 반드시 기재)

※ VAT별도, 4m*3m=12㎡/1부스

구   분 조기신청 일반신청 비   고

독립부스 2,000,000원 2,200,000원 전시면적(Space)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조립부스 2,400,000원 2,600,000원 전시면적(Space) + 조립부스 장치 제공

마감일자 2020.7.17 (금)까지 2020.8.28 (금)까지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

※VAT 별도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가 비   고

전기 

60,000원/kW
220V/60HZ 단상, 삼상

380V/60HZ 삼상

100,000원/kW 24시간용 220V 단상

압축공기, 급배수 200,000원/개소 기본형

전화
60,000원/대

150,000원/대

국내용

국제용

인터넷전용선 150,000원/포트 설치 및 사용료 포함

 조립부스 제공 내역

부스 벽체

■4m x 3m x 2.4m(h)

상호 간판

■국/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부스 바닥

■Pytex (방염 파이텍스)

기타 제공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신청 부스 수와 관계없이 업체당 1set)

■ SPOT 조명 4ea, 2구 콘센트 1ea, 전기 1kW 
※ 제공내역 외 별도 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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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 신청 절차

참가신청서,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입

┃ 계약금 납부(50%) ┃ 잔금 + 부가세 납부

납부 기간 마감  

2020.8.28(금)까지 

┃ 참가 서류 제출

참가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mail 또는 Fax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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