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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트래블쇼
(트래블마켓)

모집공고문

Ⅰ

전시회 개요

1. 개 요
가. 전 시 명
국문 : 2021 트래블쇼(트래블마켓)
영문 : Travel Show 2021
나. 일

시 : 2021. 11. 18(목)∼21(일) / 4일간

다. 장

소 : 경기도 KINTEX 제 1전시장 (메가쇼 동시개최)

라. 규

모 : 200개사 250부스

마. 참 관 객 : 100,000여명(예상)
바. 주최/주관 : 메가쇼
사. 전시구성

국내외 지역홍보관

트래블마켓

호텔페스타

여행사, 체험마을 운영자,
국내외 여행지 및
지자체별 여행 캠페인
홍보

투어, 레저, 액티비티, 명소,

호캉스, 파인다이닝,

입장권, 취미, 여가 등

펫캉스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역 특성이 담긴

보유한 국내 호텔의

여행 상품 공급 업체

브랜드 홍보와 판매의 장

(부스 참가비 전액 지원)

아. 개최목적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여행산업 및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돌파구 필요
∙ 현재 여행 소비자는 색다른 여행 정보를 원하나 온라인의 방대한 정보
속에서는 지역별 숨겨진 여행 상품을 검색하는 데에 많은 피로감을 느낌
∙ 이에 단순한 지역 홍보에 국한된 여행박람회에서 더 나아가 지역 고유의
특성이 담긴 실제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 홍보는 물론 관내 기
업의 매출 확대 기여
∙ 박람회를 통한 직접 경험과 체험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 여행 상품에 대
한 새로운 인식과 브랜드 각인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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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트래블마켓 모집 안내

1. 모집 안내
가. 모집대상 : 지역별 특색이 담긴 콘텐츠를 보유한 관광사업체
(체험마을, 레저/액티비티, 기념품, 티켓, 취미, 여가 등)
구분
레저/액티비티

체험마을/투어

패키지

티켓/입장권

기념품

관광 특산품

서비스

상세 콘텐츠
스키/눈썰매, 수상레포츠, 실내스포츠, 실외스포츠, 익스트림, 아웃
도어 등
전국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 각종 체험 상품, 가이
드투어, 이색투어, 마을투어 등 투어상품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사(여행사 등)
박물관, 미술관,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파, 온천, 전망대 등
관광 명소 및 시설 입장권 및 티켓 판매사
각종 관광기념품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 먹거리 기념품
(강릉 단오빵, 제주 녹차 타르트, 고성 공룡빵 등)
관광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관광 서비스 기업

나. 모집규모 : 지역별 최대 30개사 이내
다. 운영내용 : 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트래블마켓 참가
② 10만 명의 소비자 대상 상품 홍보 및 직접 판매 진행
(체험 시연, 특산품 시식, 액티비티 사전경험, 동영상 홍보,
참관객 이벤트 등 업체별 판촉 활동을 통해 소비자 호기심 자극)
③ 박람회 종료 후에도 지속되는 홍보&판매 진행
(트래블쇼 온라인 채널 홍보 한 달간 진행 예정)
라. 참가비용 : 지역 소재 관광사업체의 경우 부스 참가비 전액 지원
※ 트래블쇼 개최 기념 특별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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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부스유형 및 제공내역 :
부스유형

제공내역

2m x 2m = 1부스
부스시공(검은 색 벽면 시공),
스포트라이트 2ea,
전기콘센트(1kw, 220V),
회사 상호 간판, 카페트,
안내데스크(1,000x500x750mm) 1ea,
접이식 의자 1ea

※부스 유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트래블마켓 부스 전경(안)

※ 마켓 형태로 진행되는 구조로 부스 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홍보, 판매를 진행합니다.

아. 트래블마켓 참가 절차
트래블마켓
참가신청서 접수
(~9/30 마감)

참가 콘텐츠 및
>>

부스 운영 내용 심사
(사무국 내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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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선정 및
트래블마켓 운영 준비

2. 참여 지자체 및 기관/기업 준비사항
∙ 오프라인 현장에서 10만 명 관람객 대상 상품 홍보 및 예약 판매가 가능한
콘텐츠를 보유한 관내 관광 사업체 추천 및 모집
∙ 4일간의 행사 기간 부스에 상주하여 관람객 응대 및 판매가 가능한 업체
모집 필수
∙ 추후 부스 DP를 위한 업체별 홍보물, 부스 내부 조성, 각종 물품, 전기
등 부대시설, 이벤트 준비, 판매 방법 등은 업체별 개별 준비 필요
∙ 최종 참가업체에게는 추후 행사 준비 안내서 발송 예정 → 일정에 따라
행사 준비
3. 기타 내용
∙ 여행 상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는 ‘트래블마켓’의 경우 참가비 전액 지원
∙ 지자체의 지역홍보관 참여의 경우 부스 타입별 참가비 발생
∙ 박람회 관련 기타 상세 내용은 함께 첨부된 [참가제안서] 필수 확인
※ 문의
∙ 담당자 : 트래블쇼 사무국 윤정은 주임
∙ 연락처 : 02-6677-3478 / yje@megash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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