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는 소재, 부품, 융합산업분야에서 완성차 브랜드를 아우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 받는 미래형자동차 산업 분야를 이끄는 국내 최초 

미래 자동차 전문 전시회입니다.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는 참가업체에게 글로벌 시장과의 협력 기회 마련은 물론, 

지역기업과 국내외 대거 기업들의 최신 정보 공유를 위한 마케팅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최신 트렌드가 한자리에!  대구에서 확인하세요!

전시 개요

전시회명

기    간

장    소

주      최 

주      관

후      원

프로그램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 (Daegu International Future Auto Expo 2019)

2019. 10 .17(목) ~ 20(일) / 4일간

전시회, 포럼, 비즈니스 상담회 및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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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등 완성차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5대 자동차 강국
● 글로벌 IT기업(삼성전자, LG전자), 글로벌 배터리 기업(삼성SDI, LG화학), 통신기술 기업(SKT, KT) 등 

 미래자동차 핵심 산업 강국
● 한국 자동차부품 100대 기업 중 25개사가 대구, 경북에 소재
● 대구시 지역 산업 집적지 구성으로 밸류체인 형성
→ 소재, 부품, 모듈 생산기업이 모두 분포

● 대구시 지역 제조업 생산액 중 자동차 부품산업이 21% 점유
→ 자동차 부품 산업의 높은 경쟁력과 인프라 보유

●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비즈니스 상담회 성황
→ 18년 기준 14개국 43개사 279건, 수출상담액 17.6백만불
● 지능형 자동차, 그린카 등 자동차부품 고도화 특화사업 추진으로 융복합 가속화
● 미래형 자동차시장 창출을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

Why Korea & Daegu?

Vision of Daegu Metropolitan City
2030년 미래형자동차산업 선도 도시 구축
● 전기자동차 생산클러스터 조정
  - 전기자동차 연간 20만대 생산 및 50만대 보급, 충전인프라 32만기 보급
● 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실증존 구축
● 미래형 자동차부품기업 적극 육성
● 튜닝클러스터 구축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내 ITS 주행시험장 구축 (‘14)
·튜닝전문지원센터 설립사업 추진 (‘14~’18)
·자율주행자동차 지역전략산업선정 (‘16)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진행 (‘17)
·자율주행자동차 예타사업(실증도로 및 PG 인프라 구축) (‘17~’19)
·미래형 오토 밸리 조성사업 추진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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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 주요 참가 기업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글로벌 기업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상담회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완성차 부품사 상담회, 스타트업 기업 상담회,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 부대행사  자율주행자동차 시승, 전기,수소자동차 시승, 초소형전기차 시승, 스마트모빌리티 시승, 전기 이륜차 시승

전시회 구성 

전시회명

기    간

장    소

규    모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 2019 (Daegu International Future Auto Expo 2019)

2019. 10. 17(목) ~ 20(일) / 4일간

                1층

200개사 1,000부스

미래자동차의 모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튜닝카, 
커넥티드카 완성차 및 부품 전시, 비즈니스 상담회, 부대행사 등

Everything about Future Automobile - Do your DIFA!

전시 품목

전시 개요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
·수소전기자동차
·e-모빌리티

완성차
·스마트 자동차 부품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LED라이팅
·충전시스템
·배터리
·전장부품, 주변기기
·무선통신기술 및 제품

부품서비스
·튜닝카 전시
·튜닝 전문업체
·튜닝 부품/소재
·친환경 튜닝 용품
·카케어
·정비기기/장비
·액세서리 등

튜닝

Revie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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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국 247개사 1000부스 (18,447m2) / 참관객 65,327명



포 럼 

미래자동차의 모든 것!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튜닝카, 
커넥티드카 완성차 및 부품 전시, 비즈니스 상담회, 부대행사 등

Everything about Future Automobile - Do your DIFA!

글로벌 기업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19년 미래자동차포럼(DIFA2019)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경험해보세요

미래자동차산업의 핵심기술과 ICT융합동향, 

그리고 최신 글로벌 트렌드 

기    간

장    소

규    모

2019. 10. 17(목) ~ 18(금) / 2일간

                3층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튜닝카까지 

미래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국내·외 전문가 80여명의 초청 강연

포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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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국 69개사 84명의 연사

Review 2018

■ 11월 1일
세션주제 스마트 시티의 커넥티드 차량 전기차 플랫폼 국내 튜닝기술 및 현황

강연기업
Tongji Univ. 현대자동차 교통안전공단

Cargroup FAW 3seconds

경북대학교 BMW ㈜에스알산업

세션주제 자율주행 셔틀버스 및 화물차 전기차 서비스 해외튜닝기술 및 현황

강연기업
NAVYA Tokyo Univ. G-max Brake

OHMIO 쎄미시스코 TÜV SÜD
TNO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세션주제 자율주행 자동차 요소 기술(1) 수소차 요소기술 영국의 자율주행 및 디지털혁명

강연기업
현대모비스 세종공업 CCAV

Mobileye 효성중공업 Westfield

INNOVIZ Technology 에이퀴드코리아 Ordnance Survey

■ 11월 2일
세션주제 자율주행 통신 기술 자율주행 시험평가 전기차 구동 시스템

강연기업
KT IDIADA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TASS BOSCH

이씨스 다쏘 Infineon

세션주제 자율주행 도로실증 자율주행 빅데이터&인공지능 전기차 전력 서비스 자율주행 제어권전환&안정성 평가

강연기업

한국도로공사 전자부품연구원 닛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KT NEXR 차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SKT KAIST NUVVE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연구원

세션주제 자율주행 인프라 기술 자율주행 표준화 충전기 기술 및 인프라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 요소 기술(2)

강연기업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표준협회 한국전력공사 BOSCH

SKT 한국교통연구원 대영채비 Infineon

중앙항업 ETRI EVbox FAW

세션주제 자율주행자동차 스타트업 자율주행 보안 전기차 배터리 중국의 미래자동차

강연기업
스프링 클라우드 Argus cyber security　 엘지화학 TIAA

소네트 Karamba Security 삼성SDI Datang

Autonomous A2Z AMO Labs Auburn univ.

기조강연 
현대모비스

임 영 득 대표이사 

Nissan

Vincent Wijnen 수석부사장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엑스포는

글로벌 완성차기업 등 유망기업의 전시 및 포럼 연사가 
대거 참가한 국내 최초 미래자동차 전문 전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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