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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생활산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시소페어!
SISOFAIR는 1984년 대한민국 최초의 문구산업 전문 전시회로 출발하여 생활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무역전시회로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 34회를 맞는 한국문구생활산업전은 문구, 사무, 판촉 . 선물, 디자인, 교육, 캐릭터, 완구, 가죽 . 패션, 공예 . 악세서리, 미용, 생활용품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입니다.

시소페어의 세 가지 포인트

10개 생활산업 제품군을
한자리에

한국 문구생활산업의
트렌드 제안

문구생활산업 업계 최적의
비즈니스 기회

문구를 넘어, 생활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최적의 통합비즈니스 플랫폼!

2022년 전시회 하이라이트
SISOFAIR – 미래의 문구생활산업

SISOFAIR – 신제품 경진대회 (제27회)

SISOFAIR – 바이어 초청상담 프로그램

SISOFAIR – 비즈니스 쇼케이스

SISOFAIR – 지속가능한 생활산업

SISOFAIR – 스타트업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제품들을 만날 수

다양한 협력 파트너를 만나고, 새로운 프로젝트,

SISOFAIR는 문구생활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SISOFAIR는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SISOFAIR 비즈니스 쇼케이스에서는 문구산업시장
환경변화세미나, 문구생활산업 KC 인증제도 세미나,
전시 참가업체 신제품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제품 경진대회는 SISOFAIR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SISOFAIR에 참가 제품들은 올해의 신제품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SISOFAIR는 21세기 K-LifeStyle이 지향하는
지속가능 산업 트렌드를 보여 줍니다.

국내외 리테일러 및 바이어들을 초청
“SISOFAIR- Hosted Buyer Program”를
경험하세요.

“SISOFAIR-STARTUP”은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타트업과의 만남은 새로운 도전의
출발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SISOFAIR 2022는

한국문구생활산업전은 한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한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바이어들과의 수준 높은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다

양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기호와 선택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는 원스톱 라이프스타일 소싱 플랫폼입니다.

올해의 최우수 신제품들을 만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기술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과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SISOFAIR2022
참가안내
SISOFAIR 2022 예상 참가 규모
참가면적 : 5,164 ㎡
참가기업수 : 150개사 (7개국)
참관객수 : 30,000 명

SISOFAIR 참가비
독립부스(18㎡ 이상 참가) : 1,900,000원 (9㎡당)
기본부스(27㎡ 이하 참가): 2,100,000원 (9㎡당)

조기신청할인
2022년 6월 30까지 신청시 10% 할인 적용
(조합원 추가 10% 할인 적용)

참가비 납부방법
참가신청시 50% 납부, 2022년 9월 30일까지 잔액 납부

참가비 납부 계좌
온라인 번호 : 1005-704-327559 우리은행
예금주 : 시소페어

기본 부스 예시
3m

3m
0.75m

2.5m

제공비품
카펫, 시스템부스, 국문참가사명 간판,
인포메이션카운터 1, 의자 2, 조명 3, 전원 1

리뷰시소페어 2021
2021년도 문구생활산업전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많은 기업과 참관객들의 만남으로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들의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COVID19로 인하여 끊어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전 보다는
축소된 규모로 개최된 SISOFAIR 2021은 한국의

문구생활산업에 호흡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1년 시소페어 개최 결과
참가면적 : 5,164 ㎡

참가기업수 : 85개사 (5개국)
참관객수 : 6,80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