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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FIA Formula E World
Campionship
ABB 미디어 행사 초청
안녕하십니까,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타이틀 파트너인 ABB 미디어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내 미디어 관계를 모시는 행사로 전기차 경주 ‘라운드 15’가 열리는 8 월 13 일 토요일, 전기차 경기에 앞서 오전
9 시 30 분에서 10 시 30 분까지 ABB 포뮬러 E ,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서울 E 프리 장소로 이동해
경기장에서 체험 견학과 레이서 인터뷰 등 다양할 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ABB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

일자:

2022 년 8 월 13 일 토요일 오전 9 시 30 분 – 10 시 30 분

•

장소:

추후 안내 예정

•

연사:

헤이키 벱살라이넨(Heikki Vepsalainen) 사장 & 대형 모터 및 발전기 사업부 총괄대표, ABB 그룹
최준호 대표이사 사장/ ABB 코리아

서울 E-Prix 는 8 월 13 일(토) - 14 일(일) 양일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및 인근 도로를 레이스 서킷으로 조성해
개최되며, 특히 이번 시즌 8 의 챔피언 최종 결정전으로 15, 16 라운드입니다.
13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ABB 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개척
기업입니다. ABB 는 유럽 철도 운송의 전기화 초석을 마련하고, 수십 년 넘게 전기기차, 트램, 케이블카 등 운송 및 수송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로 산업 발전을 선도해왔습니다. ABB 는 e-모빌리티의 최전선에서 전기차 충전 솔루션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업체로서 세계 최대 급속충전소 설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 년 1 월 시작된 ABB 와 포뮬러 E 의 제휴는, 세계 최초의 순수 전기 국제모터스포츠 성장을 촉진해 왔습니다.
챔피언십은 레이스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모빌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디지털화(Digitalization) 기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증 기회이자 발판입니다.
ABB 미디어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B 코리아 홍보부 드림.
별첨> 행사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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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행사 프로그램:

Media Program
Time

Activity

Location

09:15 – 9:30

미디어 행사 장소 도착

장소 추후 공지

09:30 – 10:30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및 그룹 Q&A

10:30 – 11:00

Seoul E-Prix 장소로 이동

11:00 – 11:40

Refreshments

미디어 센터

11:40 – 12:55

예선전 (Qualifying)

미디어 센터

TBC

Garage talk and pitlane walk

Pitlane

TBC

레이싱 드라이버 인터뷰(추후 확정)

TBC

TBC

Formula E 인터뷰

TBC

15:30 – 16:00

Food and refreshments

Media center

16:03 – 17:00

Seoul E-Prix

Media center

17:30 – 18:00

Optional press conference and media pen

Media center

18:00

종료

신청 및 선정
•

신청 마감 기한: 한국시간 기준 7 월 22 일 금요일 오후 5 시

•

참가 신청: ABB 코리아 홍보부 김현주 그룹장 (전자우편: Hyun-Ju.kim@kr.abb.com, 핸드폰 010-52798593)

•

신청 시 내용: 소속 신문사, 국영문 성함,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선정: 선착순 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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