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기본)부스 형태 및 사이즈

● 표준(기본)부스
▶ 안내데스크 1개, 접이식 의자 1개, 전력 1KW제공
▶ 파인텍스 바닥, 상호간판(한·영) 제작
▶ 사이즈 : 3m × 3m

제9회

▶ 가 격 : \ 2,000,000 (부가세별도)

● 독립부스(기본부스 2개 이상인 경우)
▶ 박람회 규정에 의한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 전시자는 전시 사무국에 지정한 서비스 제공자의 다자인을 제출
▶ 사이즈 : 3m × 3m

로하스박람회
The 9th LOHAS Exhibition 2020
2020. 8. 7. 금 ~ 8. 9. 일(3일간)

▶ 가 격 : \ 1,800,000 (부가세별도)

● 부스비 할인 혜택
조기완납(~6.30)

인증 2개 보유

인증 3개 이상 보유

20% 할인

10% 할인

20% 할인

ICC JEJU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이벤트 홀

•조기등록 : ~ 2020년 6월 30일(화)
신청기간

•신청마감 : ~ 2020년 7월 20일(월)
※ 부스비 조기 완납을 한 기업은 부스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 임대물품

•문의처 : (주)퍼플 010-7179-1759

주최

로하스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
후원

사무국 : 로하스박람회 ㈜가교
T. 064-722-3288 F. 064-800-8900 E. s-trend@naver.com
W. http://www.lohasjeju.co.kr
(2019년 기준)

“자연을 생각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로하스박람회는 제주 친환경 산업의 동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산업혁신 트렌드 행사로 자연을 생각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합니다.

제주
다움

일반
식품

건강
지향

친환경
뷰티
향장

건강간편식
(HMR)

친환경
홈&리빙

제9회 로하스박람회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여

B2B(비즈니스)

365일

산업분야

프로그램

박람회!

확대

확대

지속적 홍보

참가기업 혜택
전시&홍보관
제주 100개 마을, 도내 관광지 연계 박람회 홍보 및 참관객 모객을
통한 효과적인 기업과 제품 홍보의 장 제공

로하스맨 리포팅
국내외 바이어에게 6,000여명의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 후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제꼭사 심사 및 선정
영세 중소기업의 통합적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과
실질적 판매 지원

로하 비즈 존
내수 판로개척 및 수출기회 제공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와
참가기업의 맞춤형 비즈니즈 장 제공

자연
치유

365일 박람회 지원실적(2019년)
‘제꼭사’란 ‘제주에서 꼭 사야 할 것’의 의미로, 8년 동안 제주 로하스 박람회를
통해 소비자가 선정한 도내의 친환경 우수 제품입니다.
‘제꼭사’ 는 친환경 영세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통합적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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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판로개척
● 기관연계 약 6천만원 매출
● 공공구매, CSR 구매 제안

공항 면세점 홍보관 운영
● 11/28~12/1, 시식 3천명, SNS 업로드 210건, 회원 가입 325명,
브랜드 노출 69,725명
● 정기 홍보관 운영(격월) 예정

B2C 판매 행사

03

● 선물세트 온라인 이벤트 진행
● 정기행사, 스팟 이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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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제품 안내서 발송, 10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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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 운영(60건)
● 제꼭사 브로셔 제작 및 배포

해외 바이어 뉴스레터

SNS, 브로셔 홍보

문의 : 로하스박람회 (주)가교
T. 064-722-3288 F. 064-800-8900
W. http://www.lohasjeju.co.kr

E. s-tren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