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서울리빙디자인페어 광고신청서



전시회개요



2023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개요

행 사 명 제28회서울리빙디자인페어

일 정 2023년2월22일 (수)~ 2월26일 (일),5일간

시 간 10:30 ~ 19:00 단, 26일은 18:00까지

장 소 서울삼성동코엑스전관 (A,B, C, D 홀)

주 최

주 관

행사규모 350개사1,800부스 |   참관객 300,000명 (예상)

인 증

후 원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재)서울디자인재단,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994년에개막한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대한민국의리빙, 인테리어산업의중요한축을

담당하고있는대표전시회입니다.

국내최대규모, 최고수준의
라이프스타일전시회



국내라이프스타일시장을선도하는최고의전시회
매년 전국 1만여명의 리빙라이프스타일 관련 종사자가 직접 참관하고 있어, 신제품 및 신기술 홍보에 관심있는 국내 리빙산업 종사자

들에게비용대비효과적인마케팅기회제공합니다.

참가업체의실질적인거래를성사시키는전문 Trade Show
바이어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내방하여 실질적인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 Trade Show로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Test Market으로평가됩니다.

언론의집중적인관심을받는종합적인프로모션제공
주최사의 미디어 영향력을 바탕으로 TV , 신문, 전문지, 인터넷 포탈 등 각종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공격적인홍보활동을더해종합적인프로모션을진행합니다.

2023 서울리빙디자인페어경쟁력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가구 소파, 침대, 책상, 옷장, 수납장, 화장대, TV장, 식탁, 의자, 사무가구, 빈티지가구 텍스타일 침구, 커튼, 러그, 블라인드, 쿠션, 카펫, 타월

인테리어 토탈 인테리어 컨설팅&브랜딩, 타일, 마루, 벽지, 천장재, 내외장재 등 패션 의류, 신발, 가방, 안경, 뷰티 용품, 쥬얼리, 악세서리

키친&다이닝 식탁, 싱크대, 키친 시스템, 그릇, 커트러리, 조리기구, 테이블웨어, 주방용품 식품 음료, 커피, 주류, 가공식품, 유기농 식품

욕실 양변기, 비데, 세면대, 욕조, 수전, 욕실용품, 욕실장, 욕실데코 베이비&키즈 어린이가구, 교육, 장난감, 의류, 유아용품

홈데코 액자, 갤러리, 오브제, 거울, 시계, 디퓨저, 향초, 조명 반려동물 반려동물가구, 장난감, 식기, 의류, 반려동물 용품

아웃도어 레저, 캠핑, 아웃도어, 여행용품, 가드닝 문구&서적 사무용품, 학용품, 서적

IT/가전 음향 가전, 주방가전, TV, 세탁기, 청소기, 휴대기기, 드라이기, 소형가전, IoT 가전

전시품목

* 전시품목은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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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테리어

키친&다이닝, 공예, 식품, 키즈

IT/가전, 텍스타일, 홈데코

건축, 인테리어, 욕실, 키친

리빙트렌드를보여줄수

있는가구, 인테리어

인테리어에스타일을더해줄

가전, 홈텍스타일및데코레이션용품

나만의돋보이는집을만들기위한

토털인테리어&컨설팅, 내외장재,

마감재, 키친, 욕실제품, 가전등

건강하고풍요로운삶을위한

키친&다이닝, 식품, 레저, 패션제품

* 전시장구성은상황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일반전시



구분 2019년 2021년 2022년

전시면적
코엑스 A,B,D홀

25,659 m2

코엑스 A,B,C,D홀

36,007 m2

코엑스 A,B,C,D홀

36,007 m2

참가사 366개사 268개사 277개사

부스 1,500부스 1,205부스 1,222부스

참관객 28만여명 18만여명 15만여명

* 2020년도는코로나19로인해개최되지않았음

개최이후매년규모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22년도

제27회전시회까지누적참관객약483만여명을돌파

코로나19로인해전시개최제약과수요위축에도불구하고, 

2021년도에리빙전시회최초로코엑스전관(A,B,C,D홀) 에

걸쳐성공적으로개최

최근 3년개최실적

2019년 2021년 2022년



광고매체소개



NO 채널리스트 내용 가격 비고

1

현장

브랜드전용등록데스크 백월로고홍보 10,000,000 모바일초대장 500장포함

2 디렉토리광고 디렉토리내지풀컬러 1P 3,000,000

3 쇼가이드광고 쇼가이드하단배너 3,000,000 2개사접수순

4

온라인

SLDF 홈페이지 메인브랜드소개 1,000,000 10개사접수순

5 SLDF 뉴스레터 배너홍보 500,000 10개사접수순

6 SLDF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포스팅 2회 500,000

7

미디어 월간 <행복이가득한집>

지면광고

별도문의

8 현장취재

광고채널리스트



광고채널리스트_1. 브랜드전용등록데스크

• A홀

등록데스크
(VVP) 6m

안내데스크
등록데스크

(일반) 

일반 입구 VVP 입구일반 출구

코엑스로비참가브랜드전용등록대운영 (모바일초대장 15,000원상당 500매포함)
참가브랜드에서배포한모바일초대장을소지한참관객및직원전용등록대운영

참가브랜드로고를전용등록대백월디자인에활용하여전시회를방문하는다수의참관객들에게브랜드를홍보하고

SLDF 로비부터전시장안으로이어지는효과적인마케팅기회를제공합니다.

* 등록대사이즈및디자인시안별도협의
(예시)



광고채널리스트_2. 디렉토리내지광고

서울리빙디자인페어디렉토리내지광고 1P
전시회참가브랜드자료를볼수있는디렉토리앞 / 뒤로브랜드광고를진행하여바이어, 참관객은물론참가기업대상으로

전시회현장뿐아니라종료후까지브랜드를홍보할수있는기회

* 광고사이즈및디자인시안별도협의



광고채널리스트_3. 쇼가이드하단배너

현장에서참관객대상배포하는

쇼가이드하단에기업배너광고

광고배너광고배너



광고채널리스트_4. SLDF 홈페이지

일평균2,000여명 / 전시기간일평균3만명이상이방문하는서울리빙디자인페어공식홈페이지메인하단에브랜드소개노출 ( 10개브랜드한정)



광고채널리스트_5. SLDF 뉴스레터

디자인하우스에서보유한DB 대상온라인뉴스레터발송시하단브랜드배너& 링크연결

광고배너 광고배너 광고배너



광고채널리스트_6. SLDF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SLDF 인스타그램및페이스북에브랜드단독컨텐츠를업로드하여

팔로워및타겟광고를 통하여효과적인브랜드홍보가능

지역 -서울거주43.1%

연령대–25세~ 44세75.3%

성별–여성79.5%



광고신청 & 문의 – 홈페이지온라인신청



감사합니다

sldf@design.co.kr |   www.livingdesignfair.co.kr  |  +82-2-2262-7193

서울시중구동호로272 ㈜디자인하우스 (우)04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