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HIBITION

11th Green Lohas Expo

2022.
주최

8. 5 금 ~ 7일 ICC제주국제컨벤션센터 1F 이벤트홀
주관

후원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2021년 기준)

문의처 : 로하스박람회사무국 T, 064.722.3288, F, 064.800.8900

EXHIBITION

행사개요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결과 공유!”
·행 사 명:
·기

간 : 2022. 8. 5(금) ~ 8. 7(일)

·장

소 :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F 이벤트홀

·주

제 : 지구를 위한 Only Green

·주

최 : 로하스박람회 추진위원회

·주

관:

·후

원:

농업기술원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2021년 기준)

· 개최목적
친환경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한 녹색기업 발굴 및 친환경적 소비의식 확산
친환경 제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을 통한 녹색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로하스적 삶의 가치 제고
친환경 녹색산업의 네트워크 공유

EV

EV

EXHIBITION

로하스 엑스포 주제

연결
그린 생태계 연결과 소통의 공유
건강지향적인 소비자 맞춤형 제품 공유
지속가능한 녹색산업 공유
자연의 소중한 가치 공유

그린 ICT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기업과 소비자 연결을 통한 회복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건강한 삶 지향

Green

녹색 소비의식 공유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의식 공유

자연과 사람의 공동 상생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녹색산업 도약
녹색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소비자 확대

공유

EXHIBITION

LOHAS Expo

지속가능한 건강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어로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과 지속가능성까지
배려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자신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고 실천하는 것

주변과 나누는
여유로운 삶!

친환경 지향

작은 변화를
이끄는 선택!

건강한 소비
문화와 약속!

건강 지향

다음 세대를 배려하는
삶의 실천!

로컬 지향

ㆍ친환경 식품

ㆍ치유관광 체험프로그램

ㆍ건강 간편식

ㆍ맞춤형 기능식품

ㆍ뷰티케어

ㆍ친환경 홈&리빙

EXHIBITION

LOHAS Expo

라이브커머스

구독자를 보유한 전문인플루언서를
매칭하여 실시간 제품 홍보 및
판매 진행

2022 제꼭사 선정
“제꼭사”란 “제주에서 꼭 사야할 것”의
의미로 로하스박람회를 통해 소비자가
선정한 도내의 친환경 우수제품으로
“제꼭사”브랜드는 영세 중소기업의
통합적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판로개척과
실질적 판매를 지원

B2B 상담회(국내/해외)

바이어의 희망품목을 사전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기업과 1:1 매칭을 실시하여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

로하스맨 리포팅
바이어들이 관심 기업 홍보부스를
직접 방문하여 상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거래 가능성을 가늠하며
시제품을 직접 구매

NO plastic So fantasic 캠페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32.7kg
플라스틱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인식시키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통해 환경 개선 운동을 실천

Zero waste, Upcycling 체험행사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체험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의식 수준 향상
친환경 생활실천 및 로하스 문화 확산

EXHIBITION

LOHAS Expo

표준(기본) 부스 형태 및 사이즈

기본제공사양
- 부스 칸막이
- 상호간판 1개
- 스포트라이트 100W 2개
- 안내데스크 1개 + 접의자 1개
- 콘센트 2구 1개
(220V/60Hz/단상 4kw)

참가문의 : 로하스박람회 사무국 T. 064.722.3288 / 070.4239.3288

참가안내

임대품목 문의 : 협력업체 (주)퍼플 T. 064-723-7882 H. 010-7179-1759

기본
부스

안내데스크 1개, 접이식 의자 1개, 전력 1kw제공
파인텍스 바닥, 상호간판(한·영)제작
사이즈 3M×3M
부스비 : 2,000,000원(VAT별도)

라이브
커머스

독립
부스

전시 면적만 제공, 참가자가 부스 제작 자체진행
2개 부스 이상 적용(※행사장 메인 제공)
사이즈 3M×3M
부스비 : 2,000,000원(VAT별도)

할인
혜택

※ 비용 별도 문의

3회차 참여기업 : 10% 할인
4회 이상 참여기업 : 20% 할인
부스비 조기완불 : 20%할인(5월 31일까지 납부에 한함)
※ 중복할인 적용불가

EXHIBITION

2021년 10회차 개최
친환경 기업 지속 발굴 및 친환경 소비의식 확산
로하스박람회 누적성과

2021 기준 참관객 설문 조사

국내 MD
48명
참관객
45,744명

B2B 계약금액
19,833백만원
해외 바이어 수
21개국 206명

참가업체
1,264개

현장 매출액
47억원
온라인 홍보
51만 View

60%

도민

참관객
통계

관광객

40%

전시 제품의 다양성
제품전시
만족도 전시 제품의 품질 우수성

보통 이상

17%

보통 이상

87%

13%

27%
40%

전시 제품의
다양성

전시 제품의 품질
우수성
33%
37%

33%

매우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낮음
높음

100%

EXHIBITION

장 소 : ICC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F 이벤트홀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중문동)

평화로(1135) - 차량 약 50분, 리무진 약 60분 소요

문의처 로하스박람회사무국
T, 064.722.3288, F, 064.800.8900, E-mail : s-trend@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