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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홈퍼니싱페어’는 동기간에 개최되는 ‘17th 하우징브랜드페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서울홈퍼니싱페어’는 많은 유동인구 및 관람객의 발길이 모이는 
대한민국 최상의 마케팅존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2021 서울홈퍼니싱페어 Seoul 
Home Furnishing Fair

┃설  치┃ 2021. 1. 19(화)~20(수) 2일간 08:00~20:00

┃철  거┃ 전시 종료일(24일) 당일 철거 18: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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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안내

-  납입된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반환될 수 없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혹은 개최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21 하우징브랜드페어’ 출품 규정에 따름

국민은행 924501-01-231308  
기업은행 551-018111-01-019
우리은행 1005-700-958188

예금주
(주)리드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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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료 납입계좌

COVID-19(포스트 코로나) 상생 특별 혜택

코로나 여파로 업계 경기침체로 인한 참가기업과 전시주최사의 상생 특별 혜택 안내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가 안내

부대시설(선택사항) 
구분 단가(VAT 별도) 비고

전기
단상 220V 

(조명용/동력용) 70,000원/Kw 부스당 1Kw 무료제공, 추가시 신청
* 동력사용업체 별도표기

24시간용 100,000원/Kw

전화 70,000원/대

참관객데이터 시스템 200,000원/대 전자명함 리더기

LAN 회선(인터넷) 200,000원/회선

급배수 200,000원/개소

압축공기 200,000원/개소

부스출품료(일반사항)

구분 규격 출품료(VAT 별도)

기본부스 3m x 3m
(1부스 기준) 2,900,000원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3m x 3m
(1부스 기준) 2,700,000원

면적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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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출품료 및 특별 할인혜택

▶
출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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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우징브랜드페어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계약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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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신청과 동시에
 50% 계약금 납부

출품료 잔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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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8 까지
잔금 완납

02
신청절차

 하우징브랜드페어 사무국 (Tel : 02-515-4800)
┃온라인 접수┃  www.leadexpo.co.kr에 접속. 
 하우징브랜드페어의 ‘온라인 참가신청’ click 
┃팩 스  접 수┃  02-517-0400
┃우 편  접 수┃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8길5,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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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명      칭 2021 서울홈퍼니싱페어 
기      간 2021년 1월 21일(목)-24일(일)
장      소 코엑스
전시품목 홈 인테리어, 가전, 주방용품, 욕실용품, 미용·건강용품 
주      최 리드엑스포
목      적 하우징브랜드페어와 서울홈퍼니싱페어의 동기간 개최를 통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관련산업 발전과 최고의 마케팅 공간을 제공 

전시회 개요



2021 서울홈퍼니싱페어 
Seoul Home Furnishing Fair

유료광고 안내
분류 내용 비용(단위 : 만원) 비고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 배너광고 200만원 6개월간 홈페이지 게재

뉴스레터 업체소개 200만원 1회 발송기준

SNS 기업소개 200만원

방송 매체 TV광고 로고 노출 2,000만원

인쇄 매체

초청장 후면 로고 노출 1,000만원 초청장 발송 약 50만장

리플릿 로고 노출 1,000만원 전체 관람객 대상

참관객 출입증 로고 노출 1,000만원 전체 관람객 대상

메인 스폰서

•TV광고 로고 노출
•참관객 출입증 광고
•초청장 후면 배너광고
•뉴스레터 배너 광고
•리플릿 배너 광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

다이아(30부스)

•초청장 후면 배너광고
•뉴스레터 배너광고
•리플릿 배너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골드(20부스)

※ 모든 스폰서 광고물의 세부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광고 운영 정책의 최종 권한은 주최자에게 있습니다.
※ 메인스폰서 신청 시 주최국 사무실에 문의 (02-515-4800)

홍보 계획

출품 품목

홈리빙

인테리어 소품, 패브릭(침구류, 커튼 등), 블라인
드, 조명, 벽지, 카펫, 행거, 옷걸이, DIY·핸드메
이드, 기타 가정생활용품 등

가전

생활가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스마트홈가전 등
주방가전
가스렌지, 인덕션, 전기밥솥, 토스트기, 정수기 등
욕실가전
비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헤어드라이기 등

주방용품

주방 인테리어가구, 생활식기, 조리기구, 테이블 
데코 용품, 쟁반, 전통·수입 도자기, 밀폐용기, 보
온용품, 공예품, 바비큐 그릴 등

욕실용품

욕실 청소용품, 비누, 칫솔·치약, 욕실 거울, 선
반, 수건, 욕실 가운, 욕실 슬리퍼, 휴지통 등

뷰티·건강용품

의류, 패션소품, 화장품, 스킨케어제품, 디퓨저, 
아로마용품, 향수, 건강 의료기, 건강식품 등

일간지, 지방지, 경제지, 전문잡지 행사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뉴스레터

TV/라디오  + 신문/잡지  + 인터넷  +

육교현판, 현수막, 전광판 페이스북, 카카오톡, 캔고루, 인스타 리플릿, 초청장

옥외광고  + SNS  + 인쇄 매체  +



리드엑스포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8길 5, 4층   TEL 02-515-4800   FAX 02-517-0400   E-mail cys@leadexpo.co.kr

1. 21(목) ▶24(일), 4일간  코엑스
동시개최 하우징브랜드페어

2021

서울홈퍼니싱페어
S e o u l  H o m e  F u r n i s h i n g  F a i r  2 0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