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3

www.AUTOSALONWEEK.com

일

목

.3
0
9.1
1
20

–6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관 ㈜서울메쎄인터내셔널, ㈜킨텍스

오토살롱위크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인
오토살롱과 오토위크의 통합 전시회 브랜드입니다.
2019년을 원년으로,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내수 시장 홍보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자동차 튜닝, 용품, 정비, 부품에서 모터스포츠 영역까지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전 산업군을 아우르는
전시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자동차 애프터마켓 마케팅 전문 플랫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확장 가능한 마케팅 툴입니다.

Sales

잠재고객 발굴을 통한 영업기회(Sales Lead) 창출이 가능합니다.
- 국내외 잠재고객들이 직접 방문하며, 최소비용으로 Target DB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전시회 참가는 경쟁업체보다 차별화된 이미지를 잠재고객에게 심어 줄 수 있습니다.
- 4일간 참가로 기업의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애프터마켓 업계 종사자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하는 전시회로
귀사의 비즈니스 파트너(기존, 신규)를 만날 수 있습니다.

PR

기업 및 제품 브랜드 홍보에 최적의 TOOL을 제공합니다.
- 매년 600여명의 Media 관계자가 방문, 취재합니다.
- 전시회 개최 전(Pre), 개최기간(On Site), 개최 후(Post) 기업 PR(Publicity)을 지원합니다.
- 3,000여명 이상의 블로거, 유튜버 노출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Promotion

최종 소비자 대상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80,000여명의 최종 소비자가 방문합니다.
- 소비자들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 및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위주의 광고·홍보에서 벗어나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프로모션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Launch

신규브랜드 및 신제품 런칭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 런칭 행사를 위한 RSVP(관련업계 종사자, 미디어, 타켓이 될 수 있는 고객 초청)의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단독 런칭행사 대비 가성비(대관료 및 운영비)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 신제품 런칭은 미디어들의 더 큰 주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즉각적인 소비자의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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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SALON
전시규모
기간
2018.07.19(목) ~ 22(일), 4일간
장소
서울 COEX 3층 Hall C~D (17,629㎡)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관	(사)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
(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후원
(주)카테인먼트 워시홀릭
참가업체 수 총 9개국 117개사 (해외 23개사 : 직접참가, 간접참가 포함)
참관객 수
71,000명

AUTO SALON AUTOWEEK
KOREA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AUTO TUNING AND AUTOMOTIVE AFTERMARKET 2019

국가대표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의 콜라보레이션을 기대해 주십시오

참가국가 및 업체 수
국가
대한민국
중국
영국

참가업체 수
94
5
1

국가
일본
독일
홍콩

참가업체 수
4
5
1

국가
미국
프랑스
대만

참가업체 수
5
1
1

2018년도 AUTO SALON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13%
18%

11%

16%

22%

45%

69%

67%

전시회 참가
목적달성에 따른 만족도

일반참관객
방문에 따른 만족도

39%
Media 및 온라인노출 등
홍보에 따른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설문조사 응답률 : 참가업체 100개사 중 79%

2018 Fact sheet

AUTO WEEK
전시개요
전시회명
2019 오토살롱위크
	KOREA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AUTO TUNING AND AUTOMOTIVE
AFTERMARKET 2019
전시기간
2019년 10월 3일(목) ~ 10월 6일(일) / 4일간
전시장소
KINTEX 1전시장
전시회 규모 300개사 1,400부스 (목표)
참관객
100,000명 (목표)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관
(주)서울메쎄인터내셔널, (주)킨텍스
공동주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가나다 순)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후원
(주)카테인먼트 WASHHOLIC,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부대행사 예정
01 세미나
자동차 튜닝제도 정착을 위한 세미나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 발전 세미나
해외 시장 진출 세미나
정비교육 / 트렌드 세미나
자동차 창업과 경영 세미나

전시규모

02 경진대회
정비기능경진대회
튜닝카경진대회

기간
장소
주최
주관

2018 10.19(금) ~ 21(일), 3일간
KINTEX 제1전시장 1-3홀 및 야외전시장(35,000 ㎡ )
국토교통부, 오토위크 조직위원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튜닝협회,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KOTRA, KINTEX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자동차정비사업조합,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판매업
협동조합, 전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03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04 특별관 / 이벤트
	오토살롱위크 신제품/
튜닝카 쇼케이스
차량 토탈 케어 이벤트 (세차, 정비)
자동차 A/S(정비ㆍ튜닝) 취업박람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

참가업체 수
참관객 수
상담•계약

총 213개사, 1,250부스
총 75,164명(국내 74,806명, 해외 358명)
상담 US$31,294,983, 계약 US$5,604,725

2018년도 AUTO WEEK 참가업체 설문조사 결과
해외수출시장 개척/제고

7%

상담효과

브랜드 및
회사 홍보

내수시장 확대

59%

25%

20%

홍보

54%

정보교환

참가예정

52%

고려중

40%

17%
참가 목적
기존거래선 유지 및 관리 7%
신기술/정보획득 1%
기타 1%

만족 부분
기타 6%
네트워크 구축 3%

재참가 여부
불참 5%
반드시 참가 3%

*설문조사 응답률 : 참가업체 213개사 중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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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PRODUCT SECTORS

01 Auto Service 정비소 설비 및 용품
	차체수리 설비 및 용품
판금/도장/덴트/코팅 및 광택-판금/도장공구,
차량용 페인트, 도장기기 및 부스
정비소
정비소 설비, 장비, 공구
기타
상용차, 특장차 관련 설비 용품
서비스
	APP, 온라인몰, 보험, O2O, 학교, 시뮬레이터,
미니카, 리스, 중고차 등 정비프랜차이즈, 구난
및 정비서비스, 폐차서비스, 판매 및 대여,
E-Commerce

02 Auto Care
케미칼

03 A/S Partsㆍsupplies
OEM부품, 재제조부품, 중고부품, 대체부품 등

04 Auto Tuning
	퍼포먼스

	윈도우 필름, 카스킨필름, PPF 필름 등
기타 정비용품
	정비기기/공구, 윤활류, 첨가제, 소모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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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 및 슈퍼차져, 흡/배기 튜닝, 서스펜션,
브레이크, 디스크, 엔진튜닝, ECU 등
	드레스업
에어로파츠, 인테리어, LED 램프 등
	휠 / 타이어

09 Automobiles
	브랜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튜너브랜드, 캠핑카,
모터싸이클, 푸드트럭 등

승용, 타이어(GP, HP, UHP), 상용타이어(LT, TB),

스페셜

산업용 타이어,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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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Auto Electronics
	블랙박스, 카오디오, HUD, 네비게이션, Around View,
TPMS 등 공기청정기, 차량용 청소용품 등

	엔진 오일, 각종 첨가제, 광택제, 세차제 등
필름

08 Motor Sports

06 Auto Accessories
	자동차 소모품, 용품, 인테리어 제품,
실내·외 몰딩 등

07 Tuning Shops
전문 튜닝샵, 멀티 시공샵 등

10	Future Automotive
Show C.A.S.E
	미래자동차 쇼케이스
연결(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Sharing)
전동화(Electrification)

참가 신청 안내 APPLICATION GUIDE

부스 참가비 안내

VAT 별도 / 부스 당 비용

* 1부스 : 4M * 3M = 12㎡

부스타입

조기신청

일반신청

비고

독립부스

1,900,000 원

2,100,000 원

전시면적(Space)만 제공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조립부스

2,300,000 원

2,500,000 원

전시면적 (Space)+
조립부스 장치 제공

조립부스 제공 내역
부스벽체
상호간판
부스바닥
제공

4m x 3m x 2.4m(h)
국/영문 상호 및 부스번호 부착
Pytex (파이텍스)
안내데스크 및 의자 1EA
(*부스 신청수와 관계없이 업체 당 1set)
SPOT 조명 4EA
2구 콘센트 1EA

* 조기신청 마감 : 2019.05.31 (금) 까지
* 일반신청 마감 : 2019.08.02 (금) 까지 (부스소진 시 조기마감)

참가비 납부 안내

부대시설 사용료 VAT 별도
구분

시설세부내역

단가

전기

220V/60HZ 단상,삼상
380V/60HZ 삼상

60,000 원/kW

전기

24시간용 220V 단상

100,000 원/kW

압축공기

기본형

200,000 원/개소

급배수

기본형

200,000 원/개소

전화

국내용
국제용

60,000 원/대
150,000 원/대

설치 및 사용료 포함

150,000 원/포트

인터넷전용선

계약금 (50%)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 납입

잔금 (50%) 및 부가세 납부

2019년 8월 16일까지

은행 계좌 안내

농협은행 301-0243-9630-41 /
예금주 : ㈜킨텍스
*입금 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

문의처
2019 오토살롱위크 사무국 | info@autosalonweek.com
+82 2-2284-0013/23
+82 31-995-8094
www.AUTOSALON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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