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최고의 통합마케팅 플랫폼 코베

가이드북 전면광고

\ 2,000,000

가이드북 내지에 실리는 광고

전시전문기업으로 트렌드에 맞는 기획과 마케팅으로 참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5억

행사 타이틀 스폰십
(코베 모든 홍보채널 노출)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3억

공식협찬사 스폰십
(코베 모든 홍보채널 노출)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1억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5,000만원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수유실 배너

\ 2,000,000

수유실 내/외부 POP광고배너

대여서비스 프로모션

※ 스폰십 관련 별도 문의 (02 - 6121 - 6458)

 \ 5,000,000

대여서비스를 통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대여제품 판매

천정 현수막

\ 5,000,000

전시장 내 대형 천정 현수막

경품 스폰서

별도문의

전시장 참관객에게 현장 이벤트를 
통한 직접적 제품 홍보

입장팔찌 광고

\ 15,000,000

참관객 입장팔찌에 참가사 CI 노출

온라인 홍보 서비스

배너 홍보 및 URL랜딩

\ 3,000,000

코베 홈페이지/APP 메인 배너 노출 
및 URL 랜딩으로 인한 사이트 유입

체험단 운영

별도문의

전시회 방문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유투버 활용 체험단 운영

코베 SNS 홍보

\ 1,000,000

코베 블로그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유튜브

DB 마케팅

별도문의

45만 코베 회원 대상 코베APP
카카오톡 푸쉬 발송(1회10,000건 기준)

‘3E’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장 효과적인 종합 마케팅 툴

3E
EXHIBITION

참가사 신제품 · 신기술 소개
/ 브랜드 홍보

전시회와 연계된
쇼핑몰 마케팅 시너지 효과

관람객에게
즐거운 체험과 경험 제공

E-COMMERCE ENTERTAINMENT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 전문기업

150만 명 56회 17,102부스 452,403㎡ 

관람객 전시회 부스 수 전시면적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고객과 함께하는 진정한 가치, 메쎄이상이 만들어갑니다.

메쎄이상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 전문 기업입니다. 연간 150만 명 관람객, 56여 회, 17,000여 부스, 45만㎡ 이상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전시 회사 중 유일하게 자체 IT전문인력을 갖추고 직접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 등록 관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선진 전시 운영 기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B2B, B2C를 아우르는 다양한 산업의 참가업체DB

관람객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연간 축적되는 수 백만 명의 신규,기존 관람객DB

참가업체에게 전시장에서 보다 많은 
B2B, B2C기회 제공

성공하는 전시회의 선순환

부스비를 전시회 홍보에 적극 투자하여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 

대한민국 No.1 

메쎄이상은 

가능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확장하는 코베

TIME

시즌별 전시 개최
OCCASION

전국 유아 DB 70% 이상
PLACE

국내 최적의 장소

· 코베 9년간 누적 관람객DB 약 2,516,806 명
· 서울, 경기도, 인천 0~9세 인구현황 약 1,702,789 명  

(출처 2017 통계청 인구총조사)

코베 유아교육전이 성공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지역을 아우르는 9년간 축적된 진성DB    유아교육전에 최적화된 DB

2013년 부터 시작된 코베의 브랜딩전략     관람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인식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 전문기업 메쎄이상의 체계적인 전시준비 시스템

2011~2020년 코베 성장그래프 관람객수 전시면적

전시면적 600% 이상 증가

관람객수 800% 이상 증가

T.O.P 세 가지 조건을 고루 갖춘 가장 영향력 있는 영, 유아전시회 “코베”

관람객수(명) 전시면적 (㎡)

수원메쎄오픈
연 2회 개최

킨텍스 COBE개최

송도컨벤시아 COBE개최
코엑스 COBE 개최

코엑스 COBE 
연 2회 개최



코베 유아교육전 전시회 구성

학습, 교육프로그램 학습지, 가베교육, 논술/국어/독서교육, 수학/과학교육,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교육, 미술교육, 온라인교육, 영재교육

프랜차이즈 영재교육원, 유아교육프랜차이즈 사업, 방문교육

원용품, 운영용품 원복, 가방, 급식제품, 원관리설비, 행사용품, 교수자료 등

아이방용품 유아가구, 침구류, 인테리어 소품, DIY제품

유아용품 놀이용완구, 스포츠용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스킨케어

컨텐츠형 학습용품 컴퓨터, 시청각제품, 이미지, 과학기자재, 기타가전

완구, 게임 목재완구, 지능개발 완구, 블록완구, 보드게임, 케릭터 완구 등

캐릭터용품 캐릭터 관련 문구, 완구, 도서, 게임

출판 어린이전집, 어린이그림책, 단행본아동도서, 영어교재, 출판유통

시설 놀이시설, 공간구성설비, 인테리어용품, 가구

문구 학용품류, 판촉 및 선물용품류, 미술용품류, 사무기기류, 학습교구 및 교재류, 팬시문구류

전시품목

전시구성

유아교육 세미나

코베 유아교육전은 ‘Nice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제품과 정보를 소개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아이와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인 교육을 적극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N I C E
Nurture

1. (잘 자라도록) 양육하다
2. 육성하다

Information

교육정보, 세미나

Communication

상담, 소통

Experience

새로운 경험

· 똑독한 엄마들의 필수 강좌 메타인지 학습법

· 미래형 학습 홈스쿨링 체험

· 핀란드의 유치원 교육,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한다.

·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우리아이 독서습관 기르기

· 두뇌쑥, 재미쑥, 종이접기쑥쑥, 종이접기 영재교실

· 내 자녀를 위한 유아영어 프로젝트

· 엄마와 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코딩교육

·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은 무슨 책일까?

· 지금이 바로 언어 습득의 최적기 :  

   영어 뇌 만들기 이중언어 특강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 북유럽식 생태학습

*세미나 내용은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베 유아교육전 홍보전략

TV & 라디오 광고
예상 참관객인 임산부&육아맘의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하여 2040여성들이 많이 즐겨보는 채널과 프로그램을 메인으로 

방송광고를 구성합니다.

현수막, 전광판, 초대권 코베가 진행되는 코엑스, 킨텍스, 송도컨벤시아 근방의 경기,서울,인천 등으로 집중 타켓으로  홍보합니다.

코베 쿠폰
코베에서만 제공되는 코베몰 쿠폰! 참관객의 뜨거운 성원으로 참가업체 만족도가 높은 광고 상품입니다. 

총 누적 약 200여업체 500,000 건 다운로드

보도기사, 매거진 
교육에 특화된 매거진 및 공신력 높은 언론매체를 통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3사 보도기사 검색 노출이 가능하도록 

홍보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존, 광고월 코베 전시장 내 수유실,  등록대, 이벤트존 등 현장에서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육아 커뮤니티
임신,육아,교육 관련된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코베 및 참가사의 홍보를 진행하여 바이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약740,175명 회원을 보유한 맘스홀릭 베이비 외 관련 네이버 카페 진행) 

네트워크 배너 타케팅 기술을 활용한 대량의 언론사 및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잠재적 참관객에게 참여유도를 합니다.

바이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등 관심사,행동,지역,라이프스타일,성별, 연령 타켓 관련 바이럴 홍보 

진행합니다.

2019년 
상반기 
코엑스

2019년 
상반기 
킨텍스

2019년 
상반기 
송도컨벤시아

코베
무대이벤트

코베의 남다른 광고 스케일 연간 광고비 20억



참가신청안내

참가문의 2019 코베 유아교육전 전시사무국

대표전화 02-6121-6453 Email educobe@esgroup.net

팩스 02-6121-6459 홈페이지 www.educobe.co.kr

참가신청 절차

코베 유아교육전 홈페이지 접속
www.educobe.co.kr

로그인 후 온라인 참가신청서 작성

상단메뉴 ‘참가안내’ → ‘온라인 참가신청’

신청서 작성 후 계약금 납부

회원가입 진행

신청완료

01 02 03

04 05 06

부스비 안내

부스 규격(부스당) 참가금액(VAT 별도) 제공내역

독립부스

3M x 3M

2,200,000원 · 전시 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블랙옥타늄 부스)

2,500,000원 · 부스 구조물 시공

· 전기배선 및 콘센트 (업체당 1개 / 1kw)

· 조명설치 (스포트 3개 / 부스당)

· 인포데스크 & 의자 1set (업체당)

· 부스 상호간판

· 파이텍스목공부스 2,600,000원

* 본 부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
Education

300부스

캐릭터, 완구
Character

150부스

체험
Experience

50부스

총 11,290㎡ / 500부스 KINTEX 최대 규모! 코베 유아교육전

신청서를 접수 하고 참가등록을 완료하신 후 원하시는 부스위치를 상담하세요!
*전시구성은 주최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직 COBE에서만 가능한 플랫폼

COBE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한번에 즐길 수 있는 
통합 멤버십 서비스 코베 ONE플랫폼 구축

국내 최대 영, 유아 전시회

전국 출산 DB 71% 점유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까지
국내 유일, 가장 큰 시장 확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전시회 전/중/후를 잇는
O2O서비스 혜택 제공

관람객의  즐거움과 만족감 향상시키고
참가사 이벤트/체험단 진행으로

브랜드 홍보 마케팅 효과

O2O 서비스 혜택 다양한 이벤트 혜택

Connect

1
Connect

2
Connect

3

온 · 오프라인을 잇는 임신 · 출산 ·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연결점

코베 유아교육전
코베 베이비페어

서울, 수도권 주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NO.1 영유아 전시회

국내 육아, 교육 브랜드가 총집합 되는 

오프라인 시장

이벤트
다양한 컨텐츠와 풍성한 이벤트로

즐길거리가 가득한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을

위한 페스티벌

코베몰
전시회 전/중/후를 잇는 기획전과

지방맘들을 위한 온라인 코베 베이비페어

1년 365일 함께하는 코베!

O2O서비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O2O서비스

혜택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편리함 제공하는

국내 유일 통합마케팅 플랫폼

코베 ONE플랫폼
COBE ONE PLATFORM

전시회

이벤트 O2O

쇼핑

출석체크 코베럭키볼 코베할인쿠폰 코베픽업 코베영수증 상담 및 체험단 모집



영유아 최고의 통합마케팅 플랫폼 코베

가이드북 전면광고

\ 2,000,000

가이드북 내지에 실리는 광고

전시전문기업으로 트렌드에 맞는 기획과 마케팅으로 참가사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5억

행사 타이틀 스폰십
(코베 모든 홍보채널 노출)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3억

공식협찬사 스폰십
(코베 모든 홍보채널 노출)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1억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데이터 통합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분석 및 제안)

5,000만원

코베 플랫폼 마케팅
(온 · 오프라인 통합)

오프라인 홍보 서비스

수유실 배너

\ 2,000,000

수유실 내/외부 POP광고배너

대여서비스 프로모션

※ 스폰십 관련 별도 문의 (02 - 6121 - 6458)

 \ 5,000,000

대여서비스를 통해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대여제품 판매

천정 현수막

\ 5,000,000

전시장 내 대형 천정 현수막

경품 스폰서

별도문의

전시장 참관객에게 현장 이벤트를 
통한 직접적 제품 홍보

입장팔찌 광고

\ 15,000,000

참관객 입장팔찌에 참가사 CI 노출

온라인 홍보 서비스

배너 홍보 및 URL랜딩

\ 3,000,000

코베 홈페이지/APP 메인 배너 노출 
및 URL 랜딩으로 인한 사이트 유입

체험단 운영

별도문의

전시회 방문 / 인스타그램 / 블로그 
/ 유투버 활용 체험단 운영

코베 SNS 홍보

\ 1,000,000

코베 블로그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유튜브

DB 마케팅

별도문의

45만 코베 회원 대상 코베APP
카카오톡 푸쉬 발송(1회10,000건 기준)

‘3E’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가장 효과적인 종합 마케팅 툴

3E
EXHIBITION

참가사 신제품 · 신기술 소개
/ 브랜드 홍보

전시회와 연계된
쇼핑몰 마케팅 시너지 효과

관람객에게
즐거운 체험과 경험 제공

E-COMMERCE ENTERTAI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