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

주최·주관

후원

Seoul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0

2020년 11월 9일(월) ~ 12일(목) / 4일간
서울 세텍(SETEC) 1, 3전시실

*제35회 한국국제관광전 동시개최(온라인박람회 동시진행)



  참가비 안내

  참가신청 방법

  참가비 납입 안내

참 가 신 청 |   사무국으로 전화/이메일을 주시면 참가신청 안내와 참가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참 가 문 의 |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사무국 TEL. 02)757-6161 / E-mail. kotfa1986@naver.com

신청서 접수 | 2020. 10. 23(금)까지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시부스 위치배정 |   부스위치는 지역별, 업종별 성격, 신청순위, 부스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 사무국에서 배정 통보합니다.   

부스지정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 사무국에 있습니다.

납 부 기 한 | 참가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납 입 은 행 | 신한은행

계 좌 번 호 | 140-011-544655

예  금  주 | (주)코트파

비             고 | 송금수수료는 송금자 부담입니다.

※   해외업체는 반드시 USD($) 지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내원화 지불시 부가세 10% 별도입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

2020. 10. 23(금)

참가비 납부
참가신청 접수 후

1주일 이내

참가업체
매뉴얼 전송

접수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배포

부대시설
신청 마감

2020. 10. 23(금)

※ 신청서 접수마감 : 2020. 10. 23(금)

독립 부스

사이즈 : (가로) 3m x (세로) 3m

제공내역 :  

부스면적만 제공(부스시공은 각 참가자가 별도 시공사를 선정하여  

별도 시공비를 지불하고 부스 공사를 해야 함), 모든 부대시설, 전기, 

카페트 등 별도로 임대해야 함

부스금액(9㎡) : 270만원(VAT별도)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참가사 준비사항

- 주최자에서는 부스 면적만 제공

- 참가자 별도의 부스 시공 필요

기본 부스

사이즈 :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2.5m

제공내역 :   

기본 3벽면, 간판 1조, 안내데스크 1개, 의자 1개, 기본조명,  

전력1kw(조명용), 바닥 카페트, 콘센트 220v 2구 1개

부스금액(9㎡) : 300만원(VAT별도)

참가사 준비사항

- 제공내역 외 참가사 직접 준비

3m
3m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 주빈국/도시로 참여해 지역의 관광명소를 세계에 소개하고 

국내외 관광산업계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artner Destination Day

메인무대 우선 사용

홍보지원부스 위치 선점

광고 무료 진행

SITF 관련 모든 홍보기사에 

주빈국/도시 언급

원하는 부스 위치 선점 가능

*국내 도시 - 국내관 내,  해외국가/도시 - 해외관 내

기자간담회에

참석 기자단 모집 지원

인쇄물에 주빈국/도시 안내문구 

*일반초대권, 리플렛

SITF 리플렛에 

2페이지 분량의 광고 게재

전시장 메인무대 공연전시장 

대형현수막 제작

KOTFA 홈페이지

배너 광고 게재

(50부스 이상 참여 시)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빈국/도시 참여 혜택

(Seoul International Tourism Industry Fair 2021)

2021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기 간│2021. 6. 24(목) ~ 27(일)

장 소│서울 코엑스 C, D1홀             주 최│서울특별시, ㈜코트파

  행사개요

국내외 관광유관기관, 자치단체 및 지역별 관광협회, 해외관광청, 주한외국대사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랜드 오퍼레이터, 호텔, 콘도,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신용카드사, 여행보험사, 광고회사,  

국내외 랜드업계, 관광 관련 매체 및 언론사, 관광기념품업체, 펜션, 템플스테이, 전통한옥,  

테마파크, 박물관, 의료관광업체, 스타트업, 기타 관광 관련업체 등

  참가기관 및 업체



행 사 명│  2020서울국제관광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Tourism Fair 2020)  

*제35회 한국국제관광전 동시개최

기          간│2020년 11월 9일(월) ~ 12일(목) / 4일간

장          소│서울 세텍(SETEC) 1, 3전시실 

주최·주관│㈜코트파

후          원│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협          력│UNTWO, PATA, (사)국제관광인포럼

관광설명회

관광홍보전

폐막식

개막식

서포터즈 시상식 민속공연

  행사 개요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대행사



· 국제 비즈니스 전문 맞춤형 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관람객 방문 용이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코엑스에서 정상 개최됩니다)

국제 수준의 전시시설 완비

· 해외 200여 여행사 바이어 참여

· 항공사, 여행사, 호텔, 지자체 등 다양한 국내외 셀러 참가

· 의료관광트래블마트에 해외 바이어 100여 사 참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인바운드 트래블마트는 온라인으로 별도진행(2021년 정상개최)

외국인관광객 유치 B2B 트래블마트

· 전국 지자체 및 해외 50여 국가서 명품 관광자원 전시

· 흥겹고 화려한 국내외 공연과 다양한 지역특산물 판매

· 국내외 여행상품 판매·예약·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볼거리-즐길거리 풍성한 B2C 박람회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관광박람회



*해당 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sitif.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2019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B2B 트래블마트

참가국/참가사

30국가 1,400업체

참가 셀러

1,200 업체

상담 건수

4,000 여 건

참가 바이어

214 업체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이데일리 , 아리랑TV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언론보도

보도 건수

60여 매체  650건 이상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심

100,000여 명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러시아, 그리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스페인, 폴란드 등

51국 참가 

국내관광홍보존, 해외관광홍보존, 아웃도어존, 여행상품존 등

560부스 

박람회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