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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Frame

DSLR과 미러리스, 사진과 영상.

디바이스와 플랫폼이라는 큰 두 축의 움직임으로

사진·영상 산업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P&I 2019는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로 

참관객과 참가업체의 눈높이를 맞추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Beyond the Frame, 

기존의 틀을 넘어 참가업체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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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고객군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

사진애호가, 스튜디오, 기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 방문, 

실시간 Feedback을 받을 수 있는 기회

1 2

3 4

1년에 단 1번, 사진·영상 업체 홍보를 위한 최적의 마케팅 플랫폼

Why P&I 2019?

국내 유일의 
사진·영상 전문 전시회

1989년부터 사진·영상 산업의 트렌드를

선보인 국내 유일의 사진·영상 전문 전시회

구매 전환률이 높은 
사진·영상 애호가 집중 타겟

2018년 기준 80,036명 참관, 참관객 중

약 1/3이 직접 구매목적으로 방문

SEOUL VR·AR EXPO 
동시 개최

국내 최대 VR·AR 전문전시회 동시 개최

(A, B홀)를 통한 공동 마케팅 및 참관객 공유 

※ 2018년 기준, 참관객 합계 총 104,4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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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2019 Overview

Exhibition Items

명      칭

장      소

기      간

주      최

예상규모

제28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전 | The 28th Seoul International Photo & Imaging Show(P&I 2019)

코엑스 A홀

2019. 5. 30(목) ~ 6.2(일)

코엑스, 메쎄이상, (사)한국사진영상산업협회, (사)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참가업체) 110개사 600부스 (참관객) 83,000명

Capturing Editing

Showing Connecting

카메라, 캠코더, 렌즈, 필터, 저장장치, 

조명, 백드롭, 드론, 주변기기 등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 그래픽 카드, 

색상 교정기, 네트워크 시스템 등

인쇄장비, 모니터/스크린, 프로젝터, 

앨범/액자, VR/AR 등
스튜디오, 편집/출력 서비스, 1인미디어, 

교육, 클라우드 등

Marketing

개별 참가업체가 파악하기 어려운

참관객 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Data 제공

Homepage

홈페이지 내 참가업체 소개 및

업체별 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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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New in P&I 2019?

P&I Marketing Package
P&I 참가업체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홍보 툴

1인 미디어 콘텐츠 확대

주요타겟     영상 콘텐츠에 익숙한 1030세대

기대효과     신규 유저 유입, 신규 사업 기회 확대

사진·영상 업계의 화두, ‘1인 미디어’를 주제로 특별관 조성 및 부대행사 개최

· Creators’ School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전문 세미나 

· Creative Booth            1인 미디어 제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SNS

Youtube, Facebook, 네이버블로그

활용, 참가업체 및 제품 홍보

Newsletter

누적 참관객 및 사전등록자

대상 뉴스레터 발송

Press Release

네이버 등 주요 포탈에 참가업체

개별 보도를 통한 홍보 효과 증대

Beyond th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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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P&I Seminar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사진애호가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일시   2018. 5. 30(목) ~ 6.2(일)

장소   A홀 내 세미나룸

주제   촬영 테크닉, 스튜디오 마케팅,

         드론 활용 촬영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전문 세미나

일시   2018. 5. 30(목)~6. 2(일)            

장소   A홀 내 1인 미디어 특별관

주제   콘텐츠 기획 및 홍보, 

         영상 장비 활용법 등

Creators’ School

Photo 
Exhibition

Seoul  Photo

사진으로 예술을 만나는 시간, 

다양한 주제로 선보이는 예술 사진전

일시   2018. 5. 30(목)~6.2(일)       

주제   이탈리아 영화 사진전, 

         개인 작가전 등

Photo & Travel

사진을 통해 들여다보는 세계,  국내외

여행지를 볼 수 있는 여행사진 전문 사진전

일시   2018. 5. 30(목)~6.2(일)       

주제   국내 출사지, 해외 출사지 등

Special 
Zone Creative Booth Special Photo Zone

1인 미디어 제작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

일시   2018. 5. 30(목)~6.2(일)       

장소   A홀 내 1인 미디어 특별관

매일 다양한 테마와 모델로 꾸며지는 

Special Photo Zone

일시   2018. 5. 30(목)~6.2(일)       

내용   레이싱 모델, 코스플레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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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특별관

1인 미디어 특별관



Show
Overview

Main 
Exhibitors

명    칭

장    소

기    간

주    최

제27회 서울국제사진영상전

The 27th Seoul International Photo & Imaging Show(P&I 2018)

코엑스 A홀

2018. 4. 19(목)~4.22(일)

코엑스, 메쎄이상, (사)한국사진영상산업협회, (사)한국광학기기산업협회

PHOTO & IMAGING 2019

P&I 2018 Result

544

80,036

참가업체 부스수

전시 공간의 94% 활용, 
업체 최다 참가

참관객 규모

80,000명의 인원이 참관하는 
코엑스 대표 전시회 

94.2%

87.4%

참가업체 만족도

높은 만족도로 참가업체들에게 
인정받는 전시회

참관객 만족도

사진애호가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제품을 제공

90.5%

82.1%

참가업체 재참가 의사

참가업체 주요 마케팅 툴로 
성과를 보장

참관객 재참가 의사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쌓은
전시회 브랜드 가치

Review by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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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Guidelines

부스비 안내

단위 : 원, VAT 별도

단일 업체 30부스 이상 신청의 경우 별도 협의 / 협회 부스비 별도 공지

신청 구분 할인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기본부스 아트월 부스

조기 신청 
(~2019. 2.18)

정상가 2,700,000 3,000,000 3,300,000

중소기업 할인가 2,350,000 2,650,000 2,950,000

일반 신청 
(2019. 2.19 ~ 3.31)

정상가 3,100,000 3,400,000 3,700,000

중소기업 할인가 2,750,000 3,050,000 3,350,000

부대시설 

안내

구분 단가 비고

전기

단상 220V 
주간 60,000원/kw

24시간 80,000원/kw

주파수 60Hz
(간선전기설치 

+ 전기 사용료 포함)

삼상 220V

삼상 380V

전화
국내 50,000원/대

별도 정산없음
국제 150,000원/대

급배수 및 압축공기 150,000원/개소

인터넷 전용선(LAN) 150,000원/개소

참가절차 참가신청서 작성

2019.3.31 마감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80%
+부대시설 이용료

납부기한 2019.4.17

잔금 납부

장치 및 반입 2019.5.27-29
개막일 2019.5.30

P&I 2019 개막
부스비 총액의 20%

납부기한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cybercoex.co.kr)

회원가입/로그인     P&I 2019     참가신청서 작성     전시회 담당자 승인

부스 안내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벽면  폭 1m X 높이 2.4m, 갤러리벽체

· 상호간판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50cmx50cm)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 부스당 할로겐 조명등 3개

· 최소신청단위  2부스

2.4M

3M

3M
7CM

조립부스 (아트월 부스)

3M
3M

독립부스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높이제한  5m
· 최소신청단위  2부스

· 크기  가로 3m X 세로 3m
· 벽면  폭 1m X 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 상호간판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 안내데스크/의자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지급

· 조명등 및 형광등  

  부스 당 조명등(100w) 4개 및 형광등(40w)1개

조립부스 (기본부스)

2.4M

3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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