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적이고 적인 방법으로 브랜드를 알리고

전시회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1. 천장 배너

2. 기둥 배너

3. 센트럴 스테이지 세션

4. 동영상 패키지
1) 센트럴 스테이지
2) 전시장 입구

5. 로고 노출
1) 입구 현황판
2) 등록 데스크

6. 전시장 입구 바닥 광고

7. 휴게공간 광고

8. SNS광고
1) 페이스북
2) 네이버 블로그

9. 카카오 플러스 친구 광고

10. E뉴스레터

11. IFS 홈페이지 배너 광고

12. 브랜드북 전면 광고

13. 비즈매칭 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가로 1,300mm X 세로 3,000mm

※ 아웃라인을 깬 디자인 파일(AI) 제출 필수

※ 부스 근처에 배너 위치 임의 지정됨

500,000원(1면 기준, VAT별도)

※ 단면 제공



가로 1,300mm X 세로 3,000mm

※ 아웃라인 깬 디자인 파일(AI) 제출 필수

※ 신청 가능한 위치 제한적. 상담 필수

1면 신청 시 : 500,000원(VAT별도)

4면 신청 시 : 1,000,000원(VAT별도)

※ 단면 제공



설명회에 쓰일 PPT 자료 준비(USB 저장)

1세션 : 총 50분

※ 시간 및 스케줄 조율 필요

1세션 : 1,000,000원(VAT별도)

※ 선착순 15개 업체 가능



2분 내외 브랜드 홍보 동영상 1개 준비(USB 저장)

※ 동영상 로테이션 재생

전시장 입구 : 500,000원(VAT별도)

센트럴 스테이지 : 500,000원(VAT별도)

패키지 : 1,000,000원(VAT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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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로고 파일(AI) 제출 필수

입구 현황판 : 500,000원(VAT별도)



브랜드 로고 파일(AI) 제출 필수

등록 데스크 : 500,000원(VAT별도)



브랜드 로고 파일(AI) 제출 필수

※ 선착순 2개 업체만 가능

2,000,000원(VAT별도)



가로2m X 세로2.4m 

※ 아웃라인을 깬 디자인 파일(AI) 제출 필수

※ 시트지 부착 예정

1,000,000원(VAT별도)



1) 홍보 문구 워드 1장

2) 고화질 사진 10장 이상 제출 필수

(매장, 메뉴, 아이템)

※ 사무국에서 카드뉴스 제작 후 업로드

200,000원(VAT별도)



1) 홍보 문구 1장 (워드 파일 필수)

2) 고화질 사진 10장 이상 제출 필수

(매장, 메뉴, 아이템)

300,000원(VAT별도)



1) 홍보 문구 1장 (워드 파일 필수)

2) 고화질 사진 5장 제출 필수

(매장, 메뉴, 아이템)

200,000원(VAT별도)



※ 신청 가능한 업체 수 제한적

※ 전시 개최 월말까지 배너 노출

1) 가로150 X 세로50 픽셀 크기의 로고

2) 브랜드 홈페이지 URL

300,000원(VAT별도)



사이즈에 맞는 디자인 파일(AI) 준비

※ 사이즈는 사무국 문의

1,000,000원(VAT별도)



브랜드 로고 파일(AI)

※ 선착순 세 업체 가능

※ 전시기간까지 사이트 상단에 배너 노출

1,000,000원(VAT별도)



1. 천장 배너: 50만원

2. 기둥 배너: 50만원

3. 센트럴 스테이지 세션: 100만원

4. 동영상 패키지
1) 센트럴 스테이지: 50만원
2) 전시장 입구: 50만원

5. 로고 노출
1) 입구 현황판: 50만원
2) 등록 데스크: 50만원

6. 전시장 입구 바닥 광고: 200만원

7. 휴게공간 광고: 100만원

8. SNS광고
1) 페이스북: 20만원
2) 네이버 블로그: 30만원

9. 카카오 플러스 친구 광고: 30만원

10. E뉴스레터: 20만원

11. IFS 홈페이지 배너 광고: 30만원

12. 브랜드북 전면 광고: 100만원

13. 비즈매칭 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