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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제 베이비 & 키즈페어 in 하노이 결과

1. 행사개요 

 가. 전시명 : 베트남 국제 베이비&키즈페어 in 하노이

             (Vietnam International Maternity · Baby & Kids Fair in Hanoi)

 나. 주최 : 코엑스, ㈜세계전람, 

 다. 현지파트너 : Vinexad, Me&Con,　Webtretho, Eva.vn

 라. 기간 : 2019. 9. 26(목) ~ 9. 29(일), 10:00 ~ 18:00 

          (9. 29 10:00 ~ 16:00)

 마. 장소 : 베트남 하노이 I.C.E (3,300sqm)

 바. 규모 : 총 6개국 84개사 182부스 (이벤트 편의시설 포함)

 사. 전시품목

  1) Baby Products : 임산관련 용품, 출산준비 용품, 육아용품, 유아용품, 외출/안전용품, 

프랜차이즈 서비스

  2) Kids Products : 식품, 가구류, 완구류, 가전, 안전용품, 

  3) Edu Products : 학습프로그램, 출판, 예체능, 교구, 교육기관용품, 문구

  4) Licensing Products : 캐릭터 제품 및 애니메이션  

2. 개최결과

 가. 참가업체 

구분 업체수 부스수 이벤트/편의시설

국내 32 64

해외 48 69

합계 80 133 49

부스 총 합계 182

나. 참관객(바이어 포함)

구분 총계 비고

방문객 수 19,768 등록 기준

구분 국내 해외 총계 비고

바이어 수 565 68 633 등록 기준

다. 비즈니스 상담 결과

  1) 상담건수 : 1,800 건 (한국업체 : 721건 / 설문조사 내용 근거)

2) 상담금액: USD 49,934,000  / 1년 내 계약 가능액 USD 4,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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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 부대행사

세미나 이벤트

    9. 26(목) ~ 9. 29(일) ,총 6회 총 16회

4. 체험공간

가. B2C 참관객 지원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1 무료 유모차 대여소

2 임산부 / 영아 무료 마사지 서비스

3 핸드폰, 오토바이 경품 추첨

4 휴게 공간 제공

5 Playground / 체험존

Seminar Magic show

Seminar Sing a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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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현장사진

6.설문조사 결과

가. 만족도 조사 (한국업체 대상)

<주최측 전시홍보> <주최측 전시운영>

<부대행사 운영> <전시장 현장운영>

<전시장 입구> <등록>

<상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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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과 조사 (한국업체 대상)

<참가 성과> <바이어>

다. 참가 목적 (한국업체 대상)

<신규 바이어발굴> <신제품 홍보>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 <제휴사 발굴 및 대리점 모집>

<시장정보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