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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전시 컨벤션 센터 (상하이), 중국 

미래 자동차 
생태계의 시작



제 15회 기념행사에 참여하세요

제 15회 아우토메카니카 상하이 전시회를 기념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동안 본 전시회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산업 내에서의 뛰어난 명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성장과 자동차 변혁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공급 체인에 걸쳐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 리더들을 

만나보세요. 

미래 연료 관련 부대 행사
방문객들은 산업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50 개 이상의 

미래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애프터마켓 회담

• 차체&도색 월드 챔피언쉽

• 중국 국제 타이어 산업 컨퍼런스

• 커넥티드 모빌리티 컨퍼런스

• 투머로우 서비스 & 모빌리티 회담

• 국제 차체 산업 심포지엄

18 개 국가 및 지역 국가관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2019년에 주목하세요
생산 이전 단계부터 애프터마켓까지, 

디지털 트렌드는 전체 자동차 가치 

사슬을 재구성합니다

분야별 테마는 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반영합니다

4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서

6,320개사 참가



1.1H4.1H

5.1H

6.1H
5.2H 8.2H

6.2H 7.2H

7.1H

8.1H

2.1H
3H

신규
2.2H

South square

NH

WH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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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Line 2 Visitor Registration InterContinental Shanghai NECC

주요 참가자들을 발견해보세요

부품 & 구성요소 

1.1H 국가 & 지역관 / 구동장치

2.1H 국가 & 지역관

2.2H 부품 & 구성요소

3H 부품 & 구성요소

7.1H 섀시 / 차체

8.1H 구동장치 / 섀시 / 냉난방장
치

8.2H 부품 & 구성요소

전자제품 & 시스템

4.1H 전자제품 & 시스템

REIFEN (타이어&바퀴)

7.2H 타이어 & 바퀴 & 림

투머로우 서비스 & 모빌리티

NH E-모빌리티 / 커넥티비티 / 경량 / 
모빌리티 서비스

WH  메인 미팅룸 (WH), 국립 컨벤션 
센터 (상하이)

스페셜 Zone

6.1H 자동차 제조 Zone

7.2H 공급 체인 & 체인점 Zone

8.1H 재제조 Zone

최신 타이어, 바퀴 및 림 제품 제품을 찾아보세요; 

고성능 차량과 관련된 셀프씰링, 경량 및 전기 차량 

타이어가 여기에.

번성하는 모터 스포츠, 실내 및 외부 액세서리, 조명, 

고성능 맞춤화 시장 및 중국 레이싱 시장에서 상승하는 

기회를 경험하게 합니다.

해당 산업에서 가장 고무적인 개발에는 대체 

드라이브, 전기 자동차, 자동차 커넥티비티, 자율 

주행,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경량화 등이 

포함됩니다.

REIFEN  (타이어&바퀴)

2019년 주요업체*

*일부 리스트

커스터마이징

투머로우 서비스 & 모빌리티

액세서리

5.2H 자동차 관리 & 윤활유 / 가전제
품 / 액세서리

커스터마이징

6.2H 커스터마이징 / 모터스포츠 & 
고성능

7.2H 차량 조명

수리 & 유지관리

5.1H Workshop & Diagnosis 
Equipment / Tools

6.1H 작업장 장비 / 바디 & 페인트 / 
도색 & 부식방지 / 도구 / 세차

신규



더 많은 혜택을 
원하시나요?
방문객 그룹으로 참여하세요
15명 이상의 방문객으로 구성된 그룹 바이어 대표단을 
구성하여 더욱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더 많은 정보는 auto@hongkong.messefrankfurt.com 
로 연락주세요

방문 팁

비자 정보
lucien.chen@shanghai-vision.com

숙박
www.automechanika-shanghai.com/travel

교통 / 여행 가이드
www.automechanika-shanghai.com/travel

통역 서비스
chloie.zhang@china.messefrankfurt.com

참가업체 리스트*
www.automechanika-shanghai.com/exhibitor

부대행사 프로그램*
www.automechanika-shanghai.com/events

*환 가능 모바일 앱

OEM 공급업계에 몸 담고 있기 때문에, 
아우토메카니카 상하이 전시회에서 제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 모빌리티, 자율 주행, 및 
커넥티비티와 같은 새로운 개발을 찾고 있는데, 
이는 모두 한 지붕 아래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2018 년 방문객: Mr. Oliver Scharder 국장, 
Automotive Nord, Germany

지금 사전등록 하세요

온라인 사전등록 방문객에 대한 독점 혜택

빠른 입장

현장에서 교환 가능한 무료선물

무료 공식 E-카탈로그

혹은 www.automechanika-shanghai.com/vor
로 방문하세요

QR 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 앱을 다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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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소를 택시 기사님께 보여주세요

请带我去

国家会展中心 (上海)
上海浦西崧泽大道333号北大厅

연락처

Messe Frankfurt (HK) Ltd
+852 2802 7728
auto@hongkong.messefrankfurt.com

www.automechanika-shanghai.com

전시회 세부정보

날짜 2019년 12월 3일 – 6일

오픈 시간 09:00 – 17:00 (12월 3일 – 5일)
 09:00 – 15:00 (12월 6일)

장소 국립 전시 컨벤션 센터 (상하이)
 333 Songze Avenue, Puxi, 상하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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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