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동개최 전시회



완성차 기업 구매 담당자 / 완성차·부품·용품 제조 및 납품기업 / 부품수입 및 유통업체 / 운송업계 / 정비체인 /

전자·IT·화학·철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연관산업계 / 수송기계관련 기업 종사자 / Start-up 및 투자가 /

중앙정부 및 지자체 / 전국 TP / 산업단지공단 인사 등

주요 완성차기업(OEM), 글로벌 1,2차 부품공급기업(Tier1,2), Aftermarket 수입 및 유통기업,
글로벌 CVC, VC 등을 초청하여 전시회 참가기업과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링 기회 제공

20년간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방향성을 선도해온 자동차 및 모빌리티 산업 전문 전시회

1,500만원(협찬품 500만원 대체 가능)

700만원(협찬품 50% 대체 가능)

500만원(협찬품 50% 대체 가능)

뱃지 목끈 스폰서명 레터링,
후원등록 및 골드스폰서 제공사항 포함

홈페이지 배너광고와
실버스폰서 제공사항 포함

디렉토리 1면 무료광고와
SNS, 소식지, 언론 홍보 등



전시품목

뿌
리

파워트레인, 샤시, 바디,
인테리어 등 기본 부품

뿌리산업

IT·전장부품

소재·케미칼

액세서리·튜닝

솔루션

대체부품

재제조부품

상용차·수송기계 및
부품 전반

육상 및 항공, 해상
모빌리티 전반

MaaS

내
연
기
관
차

미
래
차

상용차(버스 및 트럭), 항공 수송, 중장비, 트레일러, 건설, 농업, 철도, 해상

관련 완성품 및 부품, 요소수, 배기가스 감축장치, 엔진 첨가제 등

푸드트럭 및 관련설비 분식용, 음료용, 종합 등 각종 트럭 및 관련설비



일       정     |     전시회 기간 중

대       상     |     KOAA ·GTT SHOW 부스 참가기업 및 해외바이어

진       행     |                         방한 바이어와 사전 상담매칭된 참가기업간 진행

                                          방한이 어려운 바이어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진행 

온라인 전시장 구축 및 상시 거래 알선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연관산업 합동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분야 내용

KOAA · GTT SHOW 웹사이트(www.koashow.com)내 온라인 전시장 구축 상시 거래 알선

KOTRA 84개국, 129개 해외무역관 및 (재)아인글로벌 해외 파트너를 통해 전세계 바이어를 유치, 

수출/수입/투자/기술협력 등의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모빌리티 산업과 연관된 공구(TOOL TECH), 금속(KOREA METAL WEEK) 전시회 합동개최

    

     

전시장 1홀

전시장 2홀

전시장 3홀

모빌리티

공구

금속



참가비 (부가세 별도)

할인정책 (면적 임차비의 최대 20% 할인적용)

전시장 안내

독립식 부스(면적만 제공) 조립식 부스(면적+기본부스 시공)

구분

주소 ㅣ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연락처 | 031-995-8114

할인율 적용대상

3,060,000원

조기신청

연속참가

대형부스

10%

5%

5%

2월 28일까지 신청 및 참가비 납부기업

2022 참가기업



Ainglobal koaa-gtt        koaa_gtt_show        koaa-gtt show

신청방법

부스배치

SNS

2023 AIN Global 주관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 일정

신청방법 및 연락처
www.koaashow.com > 참가업체 > 참가 신청 및 로그인

재단법인 아인글로벌 전시사업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1702호(14047) 

대형부스와 국내외 공동관 우선배치
신청접수(참가비 납부 기준) 순서대로 품목군 내에서 참가기업이 부스 위치 직접 선택

031-384-0301   domestic@koaashow.com   

031-384-0302 

/ www.ainglobal.orgwww.koaashow.com 

기간 전시회명 지역 특징

*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동될 수 있고, 모집현황에 따라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 라스베가스, 두바이 및 상하이는 2종류의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1) 국고한국관 : 국고가 지원되어 심사를 통해 참가기업 선정

       2) 개별한국관 : 참가업체 선정과정/부스 수 제한이 없고 바우처 등 보유중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브라질, 라스베가스, 두바이, 상하이)

01.12~01.15

04.18~04.20

04.25~04.29

04.18~04.27

05.24~05.26

07.12~07.14

08.21~08.24

08.30~09.01

10.02~10.04

10.18~10.20

10.31~11.02

12월 초(미정)

12.05~12.07

뉴델리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 Expo-Components)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WCX)

브라질 상파울루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

상해 모터쇼 부품관
(AUTO SHANGHAI)

자카르타 자동차산업 전시회
(INAPA)

멕시코시티 자동차부품 전시회
(INA PAACE automechanika MEXICO CITY)

모스크바 자동차부품 전시회
(MIMS automobility MOSCOW)

아세안 지속가능 에너지위크
(EV ASIA)

UAE 두바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DUBAI)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
KOAAㆍGTT SHOW

라스베가스 자동차부품 전시회
(AAPEX)

상하이 자동차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SHANGHAI)

슈투트가르트 자동차부품 전시회
(Global Automotive Components and suppliers Expo)

완성차와 산업전반

OEM/엔지니어링

산업전반

완성차와 산업전반

애프터마켓 위주

OEM/AS 제품전반

OEM/AS 제품전반

전기차 관련산업

애프터마켓 위주

OEM/AS 제품전반

애프터마켓 전문

애프터마켓 위주

OEM 부품소재 및 솔루션

뉴델리
인도

디트로이트
미국

상파울루
브라질

상하이
중국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멕시코시티
멕시코

모스크바
러시아

방콕
태국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킨텍스
한국

라스베가스
미국

상하이
중국

슈투트가르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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