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안내
독립부스 9㎡(3*3) 기본 목공부스 9㎡(3*3) 소형 목공부스 4㎡(2*2)

1,500,000원
면적만 제공

2부스부터 신청 가능
출품업체가 직접 부스 디자인 및 시공

*전력, 파이텍스 등 부대시설 일체 필히
 별도 신청해야함

1,900,000원
면적+목공부스

(업체당) 벽체칸막이, 바닥파이텍스, 
상호간판, 번호판, 기본조명, 
안내데스크(가로955*세로455*높이750mm), 
의자1개, 전력1kw(220v, 60Hz)
*상세 사이즈 홈페이지 참고

1,200,000원
면적+목공부스

(업체당) 벽체칸막이, 바닥파이텍스, 
상호간판, 번호판, 기본조명, 
안내데스크(가로955*세로455*높이750mm), 
의자1개, 전력1kw(220v, 60Hz)
*상세 사이즈 홈페이지 참고

★ 참가비 납부 : 우리은행 2632-935-4318-060 예금주 : ㈜엑스코 (송금 시, 반드시 ‘회사명’ 기재)

참가비 납부
구분 내용 비고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 납부

잔금 계약금 제외 잔액 2022년 10월 26일(수)까지

부스배정   참가규모, 계약금 입금순, 전시품 성격에 따라 사무국에서 임의 배정

참가문의   대구크리스마스페어 사무국  우)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10 
                      T.053-601-5055  F.053-601-5059  E.sylee@exco.co.kr  H.www.dgchristmas.com

2022 대구크리스마스페어 DAEGU CHRISTMAS FAIR 2022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참가신청 + 
사업자등록증 제출
(sylee@exco.co.kr)

인보이스 수령
(사무국에서 발송)

계약금 납부
(인보이스 발행 일주일 이내 

참가비의 50%) 

잔금 납부
(10월 26(수)까지)

01 02 03 04

구분 내용 할인액

조기신청 할인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신청 300,000원/부스당

재참가 할인 2021년 참가사 대상 (9㎡ 규모 부스에 한함) 100,000원/부스당

규모 Up 혜택 전년도 대비 참가규모 확대
(동일규모 기준 부스 수) 200,000원/부스당

참가혜택

스폰서 참가 혜택
(6부스 이상)

• 부스위치 선점 기회 제공	 • 참가사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장 내부 대형배너	 • 초청장, 참관가이드 등 인쇄물 로고 노출
• 블로그/SNS/홈페이지 등 스폰서 로고 노출   	 • 뉴스레터 발송 시 스폰서 소개내용 특별 게재

▶ 상세내용 사무국 문의

( VAT 별도)

( VAT 별도)



자이언트 트리존, 크리스마스 컨셉 포토존, 미니음악회 등
*상기 행사는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행사 

품 목

크리스마스 소품 키친웨어홈데코 라이프스타일 커피/디저트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
포장용 리본, 가랜드, 
선물상자, 파티용품, 
방울전구, 장식용품

조명 · 캔들, 트리 오너먼트, 
행잉 오너먼트, 미니어쳐
아로마 · 디퓨저, 조화 · 생화, 
디자인 가구, 테이블웨어,
인테리어소품, 장식용 시계
인테리어 액자

와인잔, 트레이, 도자기,
원목도마, 글래스웨어, 
세라믹웨어, 저장용기, 
커틀러리, 유리그릇
쿡웨어

디자인소품, 액세서리, 
캠핑용품, 취미·교육, 
인형 · 완구 · 문구, 
국내외 여행, 스튜디오

커피, 커피용품 · 기기, 
수제쿠키,  사탕 · 초콜릿, 
와인,  수제쿠키, 수제청 
· 수제쨈, 차(茶) 원두,  
특산품

전시개요

행 사 명	 2022 대구크리스마스페어 
개최기간	 2022. 12. 1(목) ~ 12. 4(일) / 4일간
개최장소	 엑스코 동관 4, 5홀(10,087㎡)
주       최	 대구광역시
주       관	 엑스코
참여기관	 대구광역시 북구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참 관 객 	 40,000여명
홈페이지	 www.dgchristmas.com

Daegu Christmas Fair 2022

전국 유일 크리스마스페어, 영남권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대구 · 경북 最多 참관객을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소비재 전시회!

- 4일간 42,000명 대구 · 경북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
- 대구 대표 소비재 전시회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 

연말 최대 참관객 방문 01

- 30만 자체DB 활용을 통한 집객 극대화
- 마케팅 걱정 없는 철저한 사전홍보 진행
 ┗  무료초청장 배포, 문자발송, 옥외광고, 온라인 홍보 등

전시전문회사가 자랑하는 효과적 마케팅 03

- 영남권 최대 판로확대, 매출 증대의 장
 ┗  참가업체 현장완판, 매출증대, 신규고객 유치 
- 현장 고객 피드백을 통한 회사역량 Jump up!
- 신제품 · 서비스 · 체험 등 밀도 있는 현장홍보의 장

참가업체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 02

- 블링블링 자이언트 트리존
- 아기자기 크리스마스 포토존
- 설렘가득 미니음악회
- 풍성한 현장 이벤트

04다채로운 부대행사 진행 04

2022 대구크리스마스페어
DAEGU CHRISTMAS FAIR

2021 참관객
4만2천여명 방문

(4일간)

대구시가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행사

30만 DB활용
집객 최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