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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기프트, 교보핫트랙스, 다나와, 롯데하이마트, 링코제일, 아트박스, 알파문고, 예스24, 일동후디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우체국쇼핑, 이마트,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인터파크비즈마켓, 하나카드

BGF 리테일, CJ ENM, CJ 푸드빌, LG유플러스, LG전자, SK렌터카, 롯데상사, 모던하우스, 불스원,

비알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암웨이, 애경산업,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리바트, 현대자동차

11번가, 위메프, 카카오메이커스, 텐바이텐

Shopee, Suning.com,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큐텐

기업판촉물, 고급답례품 사무용품

포장용품 기념품, 상패

1건 계약당 평균 거래액:  16,746,568 원

1건 계약 성사를 위한 평균 비용:  1,625,847 원

1명 바이어 발굴을 위한 평균 비용:  44,893 원

총 카테고리 투자 대비 수익률:  930 % (약 9배)

* 출처 :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결과보고

2020. 10. 8 (목) – 10 (토), 코엑스 D홀



2020. 10. 8 (목) – 10 (토), 코엑스 D홀

1건 계약당 평균 거래액:  27,321,839 원

1건 계약 성사를 위한 평균 비용:  1,768,768 원

1명 바이어 발굴을 위한 평균 비용:  50,387 원

총 카테고리 투자 대비 수익률:  1,445 % (약 14배)

11번가, 위메프, 카카오메이커스

인터파크비즈마켓, 하나카드

CJ CGV, CJ ENM, CJ 푸드빌, LG유플러스, LG전자, SK렌터카, 롯데상사, 모던하우스, 불스원,

비알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암웨이,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리바트, 현대자동차

Shopee, Suning.com,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큐텐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우체국쇼핑,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교보핫트랙스, 다나와, 롯데하이마트, 아트박스, 예스24

(가전,가구,조명) (액자,디퓨저 등)

인테리어디자인 인테리어소품

(침구,주방,욕실)

리빙용품 라이프스타일용품
(아이디어생활용품,반려동물,파티 등)

* 출처 :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결과보고



We can proudly introduce them to our foreign buyers.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우체국쇼핑,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교보핫트랙스, 다나와, 롯데하이마트, 아트박스, 예스24

11번가, 위메프, 카카오메이커스, 텐바이텐

인터파크비즈마켓, 하나카드

CJ CGV, CJ ENM, CJ 푸드빌, LG유플러스, LG전자, SK렌터카, 롯데상사, 모던하우스, 불스원,

비알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암웨이, 애경산업,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리바트, 현대자동차

Shopee, Suning.com,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큐텐

2020. 10. 8 (목) – 10 (토), 코엑스 D홀

(스킨,네일,바디,헤어)

에스테틱용품 이미용도구

에스테틱기기 패션용품
(패션,액세서리,쥬얼리)

1건 계약당 평균 거래액:  30,258,064 원

1건 계약 성사를 위한 평균 비용:  1,696,285 원

1명 바이어 발굴을 위한 평균 비용:  68,203 원

총 카테고리 투자 대비 수익률:  1,684 % (약 17배)

* 출처 :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결과보고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우체국쇼핑,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고려기프트, 교보핫트랙스, 롯데하이마트, 링코제일, 아트박스, 알파문고, 예스24

11번가, 위메프, 카카오메이커스, 텐바이텐

인터파크비즈마켓, 하나카드

BGF 리테일, CJ CGV, CJ ENM, CJ 푸드빌, LG유플러스, LG전자, SK렌터카, 롯데상사,

모던하우스, 불스원, 비알코리아, 삼성물산, 삼성전자, 암웨이, 애경산업, 유한킴벌리, 제일기획,

포스코, 현대리바트, 현대자동차

Shopee, Suning.com,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큐텐

(홈IoT디바이스,AI디바이스 등) (웨어러블디바이스,블루투스기기,보조배터리,스피커 등)

스마트리빙 모바일/컴퓨터 주변기기

(드론,VR/AR기기,게임기기 등)

스마트기기 소형가전
(공기청정기,빔프로젝터,1인가전 등)

* 출처 :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결과보고

1건 계약당 평균 거래액:  31,428,571 원

1건 계약 성사를 위한 평균 비용:  8,490,007 원

1명 바이어 발굴을 위한 평균 비용:  65,378  원

총 카테고리 투자 대비 수익률:  270 % (약 3배)

2020. 10. 8 (목) – 10 (토), 코엑스 D홀



It's all about well-being.
The market is looking for balance, health, and wellness.
Sourcing Fair introduces the latest wellness ideas
to keep you awake and refreshed.

Choose to eat well, think well, and live well.

프리미엄 웰니스

(건강기능,유기농식품)

웰빙용품건강용품
(운동,피트니스)

취미용품 친환경제품
(DIY,공예,토이) (재활용,천연,친환경)

1건 계약당 평균 거래액:  26,438,761 원

1건 계약 성사를 위한 평균 비용:  3,395,227 원

1명 바이어 발굴을 위한 평균 비용:  57,215 원

총 카테고리 투자 대비 수익률:  1107 % (약 11배)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신세계백화점, 

우체국쇼핑,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교보핫트랙스, 롯데하이마트, 링코제일, 아트박스

11번가, 위메프, 카카오메이커스

인터파크비즈마켓, 하나카드

CJ CGV, CJ ENM, LG전자, 모던하우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암웨이,

유한킴벌리, 현대리바트

Shopee, Suning.com, 아마존, 알리바바, 월마트, 큐텐

* 출처 : 2019 서울국제소싱페어 결과보고

2020. 10. 8 (목) – 10 (토), 코엑스 D홀

(전체평균)



365
DAYS

O2O 365 마케팅

. 서울국제소싱페어 홈페이지 계정 발급 (1년 간)

. 바이어, 참관객 대상 365일 제품 홍보

. 홈페이지 등록 바이어 대상 신제품 홍보 기회

전문 세미나

. 데이터 기반 시장 조사, 매출 향상 마케팅 전략,
유통산업 전망, 제품 소싱 관련 주제의 전문 세미나 개최 
. 참가업체 및 관람객 대상 교육 기회 제공

* 사전 신청업체 限

. 2019년 국내외 유효바이어 15,147 명 참가 

. 전 품목 참가업체 투자 대비 수익률(ROI) 1,938%

. MD, 중간유통업자, 기관/기업 구매담당자 등

다양한 유통채널 바이어 참가

의사결정권자 80.3%에 달하는 유효 바이어

* 2019년 기준

. 전시회 사전 교육을 통한 B2B 성과 극대화  (상담 준비, 상담 방법 등)

. 전시회 개최 후 효율성 분석 보고서 제공 (ROI 산출 등)

* 단체관 限

집중케어 성과분석

최적의 비즈니스 매칭

. 국내외 바이어 초청 서비스 운영  (2019년 국내 184명, 해외 195명 초청)

. 사전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적의 바이어 매칭

.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비즈매칭 프로그램 운영

. 제품 디자인, 마케팅, 수출 판로, 투자, 특허 관련 컨설팅 서비스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으로 참가업체 애로사항 해결

컨설팅 프로그램

* 사전 신청업체 限

Unique Selling Points
차별화 포인트

Concurrent Events
동시 개최 행사

바이어 화상 비즈매칭

화상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해외 바이어 - 참가업체 비즈매칭 활성화

  

유통채널 입점 상담회

인근 국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벤더, 무역 등
해외 바이어와 함께 하는 현장 수출 상담회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컨설팅 프로그램  

제품 디자인, 마케팅, 수출 판로, 투자, 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참가업체 컨설팅

국내 대형 유통사, 벤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온/오프라인 매장 등
채널별 바이어와의 대규모 상담회

유통 전문 세미나
.  데이터 기반 시장 조사
.  매출 향상 마케팅 전략
.  유통산업 전망
.  제품 소싱



* 출처 | ICEM, 참가업체 대상 성과 측정

* 출처 | ICEM, 바이어 설문조사

. 

. 

. 

. 

결과보고

 바이어 프로필

. 

. 

. 

. 

의사결정권 분포

최종구매 결정자 43.4%

중간의사 결정자 27.3%

구매부서 담당자 9.6%

권한없음 19.8%

업종별 구분

38.4%마케팅/상품기획

구매조달 8.2%

제조 5.7%

R&D 4.6%

23.4%MD/제품판매

2019 

93% 전시회 주최 사무국 서비스에 만족

90% 유사 전시회 비교 시 재참가 의향

89% 지인/친구/가족에게 추천할 의향

88% 전시회 부대행사에 만족

91% 2020년 상반기에 재참관할 전시회

84% 유사 전시회 대비 제품의 질이 좋은 전시회

83% 지인/친구/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전시회

83% 유사 전시회 대비 새로운 제품이 더 많은 전시회

결과보고

참관객

18,583 명
계약건수

772  건
참가업체

581개사  758 부스

계약성과 투자 대비 수익

69억원

2017 2018 2019

95억원

억원246

2017 2018 2019

784% 631%

1938

2019 Results
2019 결과

Exhibitor Success Story
우수 성공 사례

광고 홍보에 동의한 기업 사례에 한해 기재

Gift

문구/사무 N사

연간 3.1억원 예상

          아시아 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S사, 아시아 온라인 대형 유통망 A사,

          아시아 대기업 M사, 아시아 중소기업 E사 등 계약 체결

해외

Smart

스마트기기/주변기기 D사

연간 1억원 예상

        온라인 대형 유통망 I사 계약 체결, 중소 규모 유통망 K사 계약 체결 

        아시아 온라인 대형 유통망 N사 계약 체결해외

국내

Living

리빙/홈인테리어 S사

연간 2.4억원 예상

        오세아니아 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S사 계약 체결해외

Gift

판촉/선물 A사

연간 1.4억원 예상

        온라인 대형 유통망 E사, 공공기관, 오프라인

         중소 규모 유통망 B사 등 계약 체결

국내

Living

리빙/홈인테리어 D사

연간 5억원 예상

        오프라인 대형 유통망 L사, 온라인 대형 유통망 G사,

         온/오프라인 중소 규모 유통망 E사 계약 체결

국내

Beauty

미용/화장품 B사

연간 24억원 예상

        온라인 대형 유통망 I사, 온라인 중소 규모 유통망 C사,

        오프라인 중소 규모 유통망 B사 등 계약 체결

        북아메리카 온라인 대형 유통망 W사,

        유럽 에이전시 I사 등 계약 체결

해외

국내

Beauty

미용/화장품 P사

연간 6.9억원 예상

         온라인 대형 유통망 C사, 온라인 중소 규모 유통망 E사,

         대기업 D사, 중소기업 T사 계약 체결 

         아시아 에이전시 X사 등 계약 체결해외

국내Smart

스마트기기/주변기기 H사

연간 4.2억원 예상

        아시아 온라인 대형 유통망 A사 계약 체결해외

* 



2020 서울국제소싱페어 일정

전시회 일정

조기신청 마감

일반신청 마감

비즈매칭 오픈

Schedule

참가신청서 제출

사이버코엑스
(cybercoex.co.kr)
로그인 후 참가신청서 제출

01 04
잔금 납부

부스비 70% + 추가신청
내역에 따른 비용 총액 납부

부대시설 신청

부대시설(전기 등) 및
각종 신청서(출입증 등) 제출

03
계약금 납부

계약금 납부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부스비 30% 납부

2020. 10. 8 – 10. 10

2020. 6. 30

2020. 8. 31

2020. 9. 7

Application Details
참가신청 안내

Space Only

조립부스

2,800,000원

* 부가세 별도

* 부가세 별도

독립부스구분

이미지

 2,450,000원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부스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가격

바닥 면적만 제공 (3m x 3m)

(바닥 마감, 전기, 조명, 벽제 등 별도 시공)  

 | 

상호간판 | 국/영문 상호와 부스 번호 부착

제공비품 | 안내 데스크 및 의자 1조 (부스 규모와 상관없이 업체당 1조 제공)

전    기 | 1kW, 콘센트 1개소 (멀티탭 사용 불가)

조    명 | 조명 5개 (부스 벽면 판넬 조명 3개, 간판 조명 2개)

바닥면적 | 3m X 3m (바닥 파이텍스 마감)

제공내역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전      기

(단상 220V, 삼상 200V, 삼상 380V)

주      간    60,000원/kW

2 4시간    80,000원/kW

급배수/압축공기

고객관리시스템

150,000원/개소

인터넷(LAN)

200,000원/대

Utility Service
부대시설 신청 안내

3m
3m

150,000원/개소

국      내    50,000원/개소

2 4시간    150,000원/개소
전      화

Booth Details
부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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