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2021. 11. 4  - 11. 6
목 토



기 간

장 소

주 최

예상규모

동시개최

2021. 11. 4(목) - 11. 6(토), 3일간

베트남 호치민 SECC 전시장 Hall A

코엑스, 한국무역협회, 베트남유통협회, VINEXAD

10개국, 200개사, 250부스 (4,400m2)

2021 베트남 국제 리테일샵 및 프랜차이즈쇼(VIETRF)

전시안내

전시품목

Vietnam International Premium Products Fair 2021

생활용품, 화장품, 패션의류 및 액세서리, 유아용품, 사무용품, 식품, IT 및 전자기기 등 유망 소비재 수출품목

판촉/선물 주방/홈웨어 홈/인테리어 미용/화장품/패션/액세서리

베이비/키즈 문구/사무 프리미엄 식품군 스마트 가전/IT군

2020
개최 실적

주요 바이어 유통업

도매상,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몰 등 유통업 바이어

제조업

OEM 공급자, MRO 바이어 등

제조업 및 기타산업 전문 바이어

무역업

무역사절단, 전문 수출·수입

기업 등 무역업 바이어

· 유통, 무역,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력이 입증된 다양한 바이어군

· 베트남 정부기관 및 베트남 현지사무소를 통해 아세안 인접국가의 해외바이어 적극 초청

참여업체

128 개사

참가부스

106 부스

비즈니스 미팅

1,021 건

상담금액

2,167 만불



6억 아세안 시장 진출 교두보

한-베 FTA 실효

매력적인 소비시장

한류에 열광하는 젋은 소비층

· 2020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아세안 1위

  (2021년 경제성장률 6.0~6.5% 전망)

· 높은 인구 성장률을 바탕으로 내수시장 급성장

  (9,600만여 명의 세계 15위 인구 국가, 2023년경 1억 명 돌파 예상)

· IT·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 빠르게 성장 중

· 내수소비 지향국가로 GDP의 70%를 소비

· 소비수준 향상으로 유통시장 매년 10% 성장

· 베트남 소매 시장, 최근 3개년 10% 고속 성장

  (2018년 베트남 소매시장 규모 : 142억 5,600만불, 전년대비 12.4% 성장)

· 한-베 FTA 발효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수출규모 지속적으로 증가

· 2019 한-베트남 양국 교역 규모 692억 달러(베트남의 제3위 교역국)

· 대(對)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1위국(누계 기준, 681억 달러)

· 급속한 도시화, 소득수준 상승을 통한 젊은 소비층 확대

· 소비력이 강한 젊은 소비자층이 총 인구의 2/3 차지

· 한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 증가 중 

베트남 내 최대규모 하이브리드 전시회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베트남 및 아세안 국가 희망 진출기업을 위한 원스탑 수출플랫폼

현지 유망 바이어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바이어 유치 

베트남 유통협회, 베트남 상공회의소, 베트남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유망 단체와의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1:1 바이어 상담회 운영

기업지원 마케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인플루언서 마케팅, 현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사업 등 현지에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참가성과 극대화



2021. 8. 31

참가절차

참가신청서 제출

부스비

부스타입
오프라인

독립 조립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예시
이미지

제공
사항

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2021 베트남국제프리미엄
소비재전(VIPREMIUM) 개막

2021. 11. 4 - 11. 6
부스비 총액의 50%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 납부

290 만원 320 만원 450 만원 420 만원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 이용료

2021 베트남국제프리미엄소비재전(VIPREMIUM) 사무국

* 하이브리드 패키지 부스(580만원) : 물류, 통역, 현지마케팅 서비스가 포함된 패키지 부스는 별도 문의 시 세부 내용 안내 예정

T. +82-2-6000-8004/8127 F. +82-2-6944-8302 E. vipremium@naver.com H. www.vipremium.vn

· 바닥면적만 제공(3m x 3m)

· 주최자 승인 후 별도의 부스 설치

· 필요시 부대시설 별도 신청

· 기본 타입 부스 설치

· 제공내역

   - 상호 간판, 부스번호 부착

   - 바닥 파이텍스 시공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형광등 2개 및 기본전력 1kW(조명용 전기 포함)

   - 5A / 220V 콘센트 1개

   - 휴지통 1개

· 필요시 부대시설 별도 신청

· 차별화된 프리미엄 부스 디자인 제공

· 제공내역

   - 상호 간판, 부스번호 부착

   - 바닥 파이텍스 시공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상담 테이블 1개, 의자 4개

   - 형광등 2개 및 기본전력 1kW(조명용 전기 포함)

   - 5A / 220V 콘센트 1개

   - 휴지통 1개

· 필요시 부대시설 별도 신청

· 부스운영 대행서비스

· 제공내역

   - 상호 간판, 부스번호 부착

   - 바닥 파이텍스 시공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상담 테이블 1개, 의자 4개

   - 형광등 2개 및 기본전력 1kW(조명용 전기 포함)

   - 5A / 220V 콘센트 1개

   - 휴지통 1개

   - 카탈로그 랙 1개, 선반 2개

   - 온라인 화상장비(비즈매칭 5건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