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인을 직접 만나는 시간

[2022 유통인쇼] 부스 참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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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쇼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약하는 유통인들과,
새롭게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 및 예비 셀러(seller)에게 기술과 트렌드,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온라인 유통산업 전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와
'도매꾹, 도매매, 캔버시' 서비스의 ㈜지앤지커머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유통인쇼는 온라인 비즈니스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가사와 참관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통인쇼(UTIS)
Untact Trade Integration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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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Info
전시회 개요

명 칭 2022 유통인쇼
(Untact Trade Integration Show)
일 정

2022년 11월 8일~10일 / (3일간)

장 소

SETEC 전관

주 최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 ㈜지앤지커머스

품 목

온라인 유통을 위한 통합 솔루션, 시스템, 플랫폼,
장비, 집기류, 용품, 비즈니스 서비스 등

후 원
규 모

250개사 / 참관객 10,000명 이상

온라인 유통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유통프로 양성소 [유통인쇼]

Vision
온라인유통산업 전문비즈니스플랫폼
•
•
•

온라인 비즈니스 주도 및 청사진 제시
대승적 차원의 통찰력 확보와 대안 도출
다양한 사업기회 제공, 시장 활성화

Mission
활성화된거래환경조성 (지식/정보교류의장)
•
•
•
•

협력, 협업, 소통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업 도모 상생, 성장
우수한 거래처 발굴&고객 제공
상품, 서비스 공급사&우수상품 소싱 기회 제공

Value
230만 회원의국내B2B 오픈마켓1위 '도매꾹, 도매매, 캔버시＇공동주최
•
•
•
•

세미나, 강연, 네트워킹, 전시회가 결합한 비즈니스 이벤트 컨셉
온라인 유통 전문 세미나 진행
전문가 초청 강연 진행
비즈니스 네트워킹, 상담회 진행

Show Outline
매칭 계획

유통사업자, 상품기획자 •
온라인 전문셀러 •

•

예비 창업자 •

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정확한 대상 고객인 기업

N잡러(투잡, 부수입) •

신규 입문 통신판매사업자 •
긱 이코노미스트, 프리랜서 •
Start-up •
위탁판매 사업자 등 •

•

유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조사, 공급사

Show Concept
전시회 컨셉

Step 2. 대상 유통인(참관객) 방문 유도

Step 1. 유통인 대상 부대행사, 혜택 기획

■ 상품 소싱이 필요한 유통MD, 도소매상,

■ 비즈니스 혜택, 특가정보 제공

온라인 전문셀러

■ 유명인 초청 강연, 트렌드 세미나

■ 아이템 조사 목적의 온라인 사업자

■ 경진대회, 어워드, 체험행사, 이벤트

■ 공급사와 협업 목적의 사업자

■ 네트워킹, 상담회

■ 온라인 비즈니스 예비 창업자 등

Step 4. 비즈니스 매칭(거래&협업)
■ 상품 및 서비스 거래
■ 협력 및 협업 전개
■ 신규 고객 및 거래처 확보
■ 신규 사업 기회, 새로운 파트너 발굴

Step 3. 유통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사 모집
Show Concept
온라인 유통대장 만들기 프로젝트
[유통프로 양성소, “2022 유통인쇼”]

■ 온라인 유통을 위한 통합
솔루션, 시스템, 플랫폼, 장비,
집기류, 용품, 비즈니스 서비스 등

About the organizer
주최사 소개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기반인 회원 상호 간 지식·정보 교류,
친목 도모와 함께 관련 제도의 활용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회원 경영활동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지앤지커머스는 2001년 시작한 230만 회원의 B2B 오픈마켓 1위 '도매꾹' 서비스와
최근 변화하는 유통업계 흐름에 맞춰 급성장하고 있는 B2B 배송대행 플랫폼 '도매매',
인플루언서와 e커머스를 연결하는 관심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캔버시' 등 e-

Marketplace와 유통분야의 선도기업입니다. 유통산업 전문 전시회인 '유통인쇼'는
우리의 사명인 'Connecting the world'를 완성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1등 커머스 + 소셜 메디아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인을 위한 세미나, 유명인 초청 강연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주도

Show Composition
전시회 구성

온라인 유통사업 수요 단계별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한 전시회 구성

Benefits
참가사에 제공되는 혜택

(사)서울온라인비즈니스협회
가입비및연회비면제(50만원)

도매꾹, 도매매상품입점시
상세페이지디자인, 제작10%할인

도매꾹30만원상당광고쿠폰지급
(매월5만원)

유통인쇼참가
보도자료1건무료배포

도매꾹, 도매매협력사연계
판로확대서비스지원

도매판매전문서적2권무료제공
(3만원상당)

Special Benefit
특별 혜택

•

상품 설명 기회 제공 (업체당 5~10분)

•

영상 촬영을 통한 라이브 생중계(영상 녹화 후 파일 제공)

•

원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무국으로 사전 신청 바랍니다.

•

유통인쇼 사무국 : 02-6013-4281

전시마케팅 실전기법
전시마케팅 가이드북(전자책) 무료 제공(7만원 상당)

'전시 마케팅 기법'부터, '부스 디자인 전략'까지!

전시회 전문 기획자이자, 마케터가 직접 제작한 [실전 기법 패키지]

"본 매뉴얼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1. 실제 전시 주최자가 만들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시마케팅 실전 기법, 꿀팁이 총정리 되어 있습니다.
2. 기업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스 인테리어, 상품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기법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전시회 참가 과정을 쉽게 정리하고, 각 과정 별 꼭 필요한 핵심 업무를 안내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여줍니다.

자료 제공 : 주관사 플랫포러스(www.firstfair.co.kr)

Participation Fee
참가비

Participation Guide
참가 안내

신청 절차

유통인쇼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인쇄

참가비 계약금 납부

- 참가신청서 인쇄

- 인보이스 수령 후 참가비 납부

- www.utis.info

- 참가 신청서에 회사 도장 날인

- 계약금 50%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유통인쇼 사무국 이메일 제출

-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 utis@onbiz.or.kr

- 잔금(2022년 7월 29일)

참가비 납부

참가비 할인

조기신청 A

조기신청 B

2021. 12. 31까지

2022. 3. 31까지

최대 46만원 혜택

최대 23만원 혜택

기본부스 기준

기본부스 기준

우리은행 103-341898-13-001

㈜지앤지커머스

계약금 50%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잔금 50% :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세금계산서는
행사 종료 후,
총 납부 비용으로
일괄 발행됩니다.

Sponsorship
스폰서쉽 프로그램 안내서 및 신청 방법 문의 (유통인쇼 사무국 : 02-6013-4281)
No.

구분

Platinum

Gold

Silver

P-1

스폰서쉽 비용

20,000,000

10,000,000

5,000,000

P-2

업체 수 제한

1개사

2개사

3개사

P-3

부스 위치 선택

P-4

전시장 입구 홍보물 / 샘플 배포

O

P-5

전시장 외벽 현수막 배너

O

P-6

공식장치물 협찬사 로고 노출

O

P-7

전시장 내부 천정 배너

O

O

P-8

전시관 입구 아치형 배너

O

O

P-9

주차장 가로등 배너

O

O

P-10

자사고객 전용 VIP 무료 출입증 제공

50ea

30ea

P-11

공식인쇄물 협찬사 로고 노출

O

O

O

P-12

공식사인물 협찬사 로고 노출

O

O

O

P-13

각종 전문지/미디어 광고 시 협찬사 로고 노출

O

O

O

P-14

전시장 입구 포토월 협찬사 로고노출

O

O

O

P-15

공식홈페이지 배너 광고

O

O

O

P-16

뉴스레터 배너 광고

O

O

O

P-17

전시회 기간 내 자유 주차(수시 입출차 가능)

2대 등록

1대 등록

1대 등록

계약 즉시 원하는 위치 선택

작성자 : 민현식

“참가기업 여러분들의 눈부신 성공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2 – 6013 – 4281, 4283
이메일

utis@onbiz.or.kr

주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0, 백상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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