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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베트남 국제 베이비 & 키즈페어 결과보고

1. 행사개요 
 가. 전시명 : 제7회 베트남 국제 베이비&키즈페어 
             (The 7th Vietnam International Maternity · Baby & Kids Fair)
 나. 주최 : 코엑스, ㈜세계전람, Me&Con, Vinexad, Eva.vn
 다. 기간 : 2019. 5. 30(목) ~ 6. 2(일), 10:00 ~ 17:00 (1일은 20:30까지)
 라. 장소 : 베트남 호치민 SECC A1 Hall (5,160sqm)
 마. 동시개최 : VIPREMIUM 2019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 
 바. 규모 : 총 10개국 139개사 258부스 (부대시설 부스수 포함)
 사. 전시품목
  1) Baby Products : 임산관련 용품, 출산준비 용품, 육아용품, 유아용품, 외출/안전용품, 프랜

차이즈 서비스
  2) Kids Products : 식품, 가구류, 완구류, 가전, 안전용품, 캐릭터 제품 및 애니메이션  
  3) Edu Products : 학습프로그램, 출판, 예체능, 교구, 교육기관용품, 문구

2. 개최결과
 가. 참가업체 

구분 업체수 부스수 이벤트 부스
국내 62 83

베트남 55 93 54
해외 22 28
합계 139 204 54

총합계 139 258

 나. 참관객
구분 총계

방문객 수 19,297
※ 상기 참관객 수는 등록지 제출 기준 적용
  

다. 비즈매칭 결과
1) 총 상담건수 : 1,508건
2) 상담금액: USD 70,680,000 / 1년 내 계약 가능액 USD 7,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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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세미나 이벤트

5.30(목) ~ 6.2(일), 총 6회 총 19회

4. 부대행사
가. 다양한 체험공간 마련

구분 업체명 체험내용
1 Rafferty’s Garden 소꿉놀이,체육대회  
2 퍼니존,QQ TOYS 놀이터
3 Bellamy’s Organic 호주 농장체험
4 INBODY 인바디,혈압 무료 측정  

나. B2C 참관객 지원 서비스 강화
구분 세부내용

1 무료 유모차 대여소
2 임산부 / 영아 무료 마사지 서비스
3 수유실 무료 제공
4 Door Gift(전시장 방문 참관객 경품 100%증정)

다. CSR 활동 
  1) 기부처 : SOS Village
  2) 기관활동 : 장애우 / 고아를 위한 마을 운영 
     (베트남 내 17곳 운영)
  3) 기부내용 : $3,000 상당의 업체 후원품 행사 
      종료 후 기증
  4) 일시 : 2019년 5월 31일 (목) 13:30~15:00
  5) 참석 : 코엑스 전무, 세계전람 대표이사, 
      SOS Village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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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사진

6. 설문조사 결과
가. 만족도 조사 (한국업체 대상)

<상담> <전시장 입구>

<전시장 내부> <전시장 내부>

<부스배치상태> <주최측 전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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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측 전시운영> <전시장 현장운영>

<참가 성과> <바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