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곳
행사 개요
Auto Week 12th

10.19 (금) - 21(일)

제 1전시장 1- 3 홀

전시 세부 개요
참가업체 혜택·지원

최

국토교통부, 오토위크 조직위원회

주

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TRA, KINTEX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www.autoweek.kr

참가 안내

주

행사 개요
Auto Week 12th
전시 세부 개요

Auto
Servic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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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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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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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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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Auto
Fiesta

전기차, 전기차 충전설비,
스마트 모빌리티

신차, 컨셉카 소개&시승

참가업체 혜택·지원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곳
제12회 Auto Week
기 간 | 2018.10.19(금) - 21(일)
장 소 | KINTEX 제1전시장 1- 3홀 및 야외전시장
주 최 | 국토교통부, 오토위크 조직위원회

자동차 정비/주유/서비스

자동차 튜닝/모터스포츠

제12회

캠핑카, 트레일러,
모터캐러반

OEM 부품

는 6가지 전시회를 하나로 통합한 브랜드 입니다.

참가 안내

주 관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TRA, 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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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Week 12th
오토위크에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 그 성과를 누려보십시오.

전시회 참가 업체
Auto Week 12th

FM Co., Ltd.

GawuD

Auto Leader

전시 세부 개요

2018

참관객 수

계약액·상담액

참가업체 혜택·지원

전시회 규모

참가업체 만족도

상담실적

45,000

1,517

$ 24,350,000

267

누적 상담실적(2006-2017)

업체수

33%

$ 708,066,000

총 74,214명
(국내 73,864명, 해외 350명)

누적 계약실적

$ 41,209,000

52%
33%

기대수준
미흡
불만족
기대이상

90% 참가업체 만족

51%

참가예정
고려중
불참
반드시참가

참가 안내

부스수

12%

계약실적

$ 8,327,000

전시규모

6%

6%
9%

85% 재참가 희망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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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세부 개요
첫차부터 폐차까지 자동차의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엔진, 연료장치, 냉각장치, 배기장치, 시동·점화장치, 클러치, 변속기, 차동장치, 구동축, 휠

전기(전차)장치, 제동장치

PARTS

제어장치, 공조장치, 램프, 와이퍼,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현가장치, 조향장치
쇽업쇼버, 조향휠, 조향칼럼, 조향기어

차체
패널, 대시보드, 도어, 범퍼, 본넷(후드), 천장, 트렁크, 안전벨트, 시트, 부착구

자동차 정비, 구매, 폐차 및 기타 서비스
정비프랜차이즈, 구난 및 정비서비스, 폐차서비스, 판매 및 대여, E - Commerce

A/S 부품 및 용품

SERVICE

부품 교환용품, 인테리어·부품 용품, 스노우체인, 구난용품,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용품 등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
판금·도장·덴트·코팅 및 광택, 판금·도장공구, 차량용 페인트, 도장기기 및 부스

정비소 설비 및 용품
정비기기·공구, 윤활유 첨가제, 소모품·기타

TUNING

전시 세부 개요

튜닝파츠·타이어·휠
퍼포먼스 : 터보 및 슈퍼차져, 흡·배기 튜닝, 서스펜션, 엔진튜닝, 계기판 등
드레스업 : 에어로파츠, 인테리어, LED 램프 등
타 이 어 : 승용, 타이어(GP, HP, UHP), 상용타이어(LT, TB), 산업용 타이어, 휠
기
타 : 카오디오, 타이어·휠, 시트·매트, 차량관리 용품, DIY 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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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카, 커스터마이즈카&튜닝 바이크
스페셜 슈퍼카, 브랜드 커스터마이즈 카, 수제 스포츠카등 튜닝 및 커스텀 바이크, Side Car 등

CAMPING

참가업체 혜택·지원

오토캠핑
캠핑카, 카라반, 카고트레일러, 레저용 특장차, 레저용품

아웃도어 및 레저
ATV, MBT, 수상레저차량, 바이크 등

전기차
전기차 충전설비 및 전기차 시승행사

스마일 모빌리티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

오토피에스타
신차, 컨셉카, 신기술 소개 및 자율주행차 시승 체험

참가 안내

EV, FI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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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혜택·지원
Auto Week만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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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전문지 광고 시 홍보

수출상담회 무료참가

참가 업체 로고 삽입 및 제품 홍보

참가기업 및 제품 홍보

해외 협력전시외 참가 할인

포털 사이트 SNS 홍보

참가비 각 5% 할인

임대료 50% 지급

06

대형 포털사이트 및 전문지 게재

세미나 부대행사 개최비용 및 회의실
임대료 50% 지급

단독 인터뷰, 보도자료 대형 포털 사이트
및 전문지 게재

뉴스레터 내 업체 및 제품 소개

바이어 초청 경비지원

매달 10만 잠재 바이어에 배포되는 뉴스레터 내
업체 및 제품 소개(국/영문 배포)

5성급 호텔 2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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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혜택·지원

04

05

경쟁력
취업상담회
글로벌 인증 전시회

2006년부터 12년간 진행 된 국내 최대의 오토서비스 특화 전시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 국제 인증 전시회

수도권 최대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 전시

수출 판로개척의 기회

전기차, 자율주행차(IoT, ADAS, lkads), 전기차 충전설비,
스마트 모빌리티 등

코트라 바이어 유치지원 사업 선정으로 더욱 강화 된 수출상담회
참가 기회 제공

전기차 시승행사

시승부터 구매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오토 피에스타

친환경 대표주자, 전기만을 동력으로 하여 움직이는
전기차 시승행사

해외 브랜드 신차를 시승부터 상담까지,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신차 구매의 장

정비기능경진대회

참가 안내

한국 최장 기간 개최 오토서비스 전시회

특별관(블랙세일·O2O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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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안내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업체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신청서 제출
1주일 이내
계약금 납부

참가신청서 작성

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
(8월 31일 까지)

전시회 개최
10월 19일(금) - 10월 21일(일)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autoweek.kr에서 온라인 참가신청 | 팩스·메일 접수 | www.autoweek.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 팩스 접수
※메일 : auto@kintex.com 팩스 : 031) 995 - 8082

납입방법
농협 1218 - 01- 000261 예금주 킨텍스
※입금자명에 업체명 기재 필수

참가비 및 전시부스
구분

독립 부스

조립부스

차량부스
(차량활용 시면공간)

야외부스
바닥면적 : 3x4m =12m2

조기신청
2018.06.01

1,800,000원

2,200,000원

600,000원

800,000원

일반신청
2018.08.17

2,000,000원

2,400,000원

700,000원

1,000,000원

독립부스

조립부스

※중장비 전시 및 대형부스 참가업체는 사무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신청
오토위크와 카카오 플친 맺고 상담하기

AUTO WEEK

1

아이디 검색

아이디 입력

3

친구 추가

검색할 친구아이디에

오토위크를 카카오톡

오토위크를 입력해주세요

플러스 친구로 추가해주세요

4

1:1 채팅

1:1 채팅을 눌러
궁금한 점을 상담해주세요

문의처 2018 오토위크 사무국 TEL 031-995-8095,8099 | FAX 031-995-8082 | E-mail auto@kintex.com

참가 안내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상단 검색영역을 클릭하여
아이디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2

해외협력전시회
Affiliated Exhibition

2018 심천 자동차산업 및 튜닝박람회

AAITF 2018
기

간 | 2018. 2. 28(수) – 3. 2(금), 3일간

장

소 | 심천컨벤션센터, 중국

전시품목 | 자동차 부품, 시스템, 악세서리, 튜닝, 정비, 공구 등

2018 사이공 오토텍&악세서리

Saigon Autotech&Accessories 2018
기

간 | 2018. 5. 24(목) – 5. 27(일), 4일간

장

소 | 사이공 전시&컨벤션 센터, 베트남

전시품목 |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부속품 및 서비스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2018 Automechanika Shanghai
기

간 | 2018. 11. 28(수) – 12. 01(토), 4일간

장

소 | 상해국가회전중심(NECC), 중국

전시품목 | 자동차 부품, 시스템, 악세서리, 튜닝, 정비, 공구 등

www.autoweek.k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오토위크 사무국
TEL 031-995-8095,8099 | FAX 031-995-8082 | E-mail auto@kintex.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