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그룹 
전시사업 소개서 

ES Group’s FAIR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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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stomer is always right! 

연간 개최 
전시회 규모 

전시회 

56회 

부스 수 

17,102부스 

전시일수 

155일 

전시면적 

36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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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a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 
M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경향하우징페어·킨텍스 

리빙앤라이프스타일·킨텍스 

한국건축기계설비전시회 

경향부동산페어·킨텍스 

대한민국건설기술산업대전 

코베 베이비페어·송도컨벤시아 호텔페어·코엑스 

코베 베이비페어·킨텍스 

국제코팅접착필름전 
국제표면처리도금도장기술산업전 

송도컨벤시아 

경향하우징페어·김대중 

리빙앤라이프스타일·김대중 

경향하우징페어·제주컨벤션센터 

케이펫페어 ·세텍 

ENTERTECH ·코엑스 

VR ·AR엑스포 ·코엑스 

케이펫페어 ·벡스코 

코베 베이비페어 ·코엑스 

서울건축박람회 ·세텍 

셀프인테리어코리아페어 ·세텍 

명품특산물페스티벌 ·킨텍스 

고카프 ·킨텍스 

케이캣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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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Jul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세텍 
경향하우징페어·코엑스 

홈앤라이프스타일트렌드·코엑스 

K-FARM·킨텍스 핸드메이드코리아·코엑스 

K-HOSPITAL·코엑스 국제코팅접착필름산업전 
·벡스코 

경향하우징페어·엑스코 

리빙앤라이프스타일·엑스코 

인천국제기계전·송도컨벤시아 경향하우징페어·벡스코 

리빙앤라이프스타일·벡스코 

핸드메이드코리아·벡스코 

케이펫페어·송도컨벤시아 

호텔페어·벡스코 

코베 베이비페어·킨텍스 리빙앤라이프스타일·제주컨벤션센터 

코베 베이비페어·코엑스 케이펫페어·킨텍스 

서울건축박람회 11월 중 개최 예정·세텍 

핸드메이드코리아 12월 중 개최 예정·세텍 



전시개요 

주 최 전 시 회 

전시품목 

    IoT, 홈시큐리티 사물인터넷, 홈시큐리티 

    건축공구·관련기기 건축공구, 관련기기, 기계 

    급수·위생재 욕실도기, 욕조, 욕실엑세서리, 욕실가구, 수전금구, 배관·펌프, 유지관리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구조재, 내장재, 단열재, 외장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냉난방·환기설비재 냉난방기기·시스템, 싞재생에너지, 환기설비 

    도장·방수재 도장재, 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경시설물, 공공시설물, 놀이시설물, 실내조경, 실외조경 

    조명·전기설비재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주택설계시공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소프트웨어 전문정보매체, 설계 프로그램, 건축·건설 관련 플랫폼 서비스 

    창호·하드웨어 창, 문, 창호하드웨어, 가구하드웨어, 유리재, 차양 

    홈인테리어 홈인테리어 5 



전시 경쟁력 

주 최 전 시 회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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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주 최 전 시 회 

전시 경쟁력 

주요 프로그램 (리라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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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주 최 전 시 회 

전시 경쟁력 

전시품목 

주요 프로그램 

사료·간식 사료, 간식, 영양제 등 

의류·액세서리 의류, 액세서리, 기타 패션소품 등 

용품 미용·목욕, 외출·놀이, 훈련, 위생·배변, 의료·핼스케어 용품 등 

설비·장비 미용대, 진열대, 드라이기, 호텔장 등 

가구 식기대, 하우스, 캣타워 등 

서비스 병원, 카페, 유치원, 호텔, 장례, 보험, 스브스크립션, 어플리케이션, 프랜차이즈, 쇼핑몰 등 

기타 언롞, 매거진,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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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려동물산업 발전과 
바람직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반려동물산업전시회 



전시개요 

주 최 전 시 회 

전시 경쟁력 

전시품목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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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전 시 회 

전시개요 

전시품목 

전시 경쟁력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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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 Consulting  개발 컨설팅, 투자자문, 브랜드 매칭, 전문운영사, 자산평가, M&A, 회계법인 등 

Furniture Fixtures & Equipment 
침대, 매트리스, 소파, 테이블, 의자, 조명, 카페트, TV, 냉장고, 금고, 전화기, 오디오, 인터폰, 객실콘
트롤장비, 도어락, 도기, 수전금구, 카트 등 

Installation Equipment 냉·난방 설비, 청소장비, 세탁장비, 소방설비, 사우나&스파시설, 헬스장비, 회의·연회장비 등 

Operational Support Equipment 어메니티, 소모품, 타월, 침구, 커튼 등 린넨류, 유니폼, 방향제, 세제, 집기 등 

Design & Architecture 
호텔 디자인 업체, 아트컨설팅, 인테리어 업체, 건축설계사무소, 조경시설 업체, 건축자재, 가구, 비품 
업체 

Smart & Technology 
호텔통합솔루션, PMS, 호텔 IT 솔루션, 객실관리시스템, App콘텐츠 개발, TV콘텐츠, 스마트시스템, 
보안기기 등 

Outsourcing & Education 
인력 아웃소싱, 교육 아카데미, 대학, 전문학교, 전문가 과정, 인재파견, 헤드헌팅, 소방 아웃소싱, 방
역업체, 건물관리업체, 인증 등록 대행 서비스, 공연, 연회이벤트 대행 등 



전시개요 

전시품목 

태교용품 도서, 음반, 영상물, 태담시스템 등 

출산용품 수유용품, 수유보조기구, 내의 및 의류, 침구류, 스킨케어용품, 목욕용품, 의료기 등 

임산부용품 임부복 및 임부속옷,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여성용품 

안전용품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보행기, 가정용 안전용품, 유해환경보호제품, 휴대용안전용품 

영유아식품 분유, 이유식, 유아전용생수, 음료, 건강보조식품, 아토피 식품, 친환경 식품 등 

조기교육(기관) 지능계발, 놀이완구, 영어조기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조기유학, 육아잡지 등 

출판 도서, 전집류, 단행본 

문구, 완구, 게임 캐릭터제품, 팬시류, 교육용 완구, 원목완구, 미술용품 등 

가구, 인테리어 가구, 아이방꾸미기,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 등 

관련서비스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산후도우미, 산모상담서비스, 소아과, 한의원, 여행사, 이벤트 기획사 등 

전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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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전 시 회 



전시개요 

전시품목 

IoT · 홈시큐리티 사물인터넷, 홈 · 빌딩 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 

건축공구 · 관련기기 전동공구, 수공구, 관련기기, 부품, 기계 

급수 · 위생재 욕실도기, 욕실가구, 액세서리, 수전금구, 배관 · 펌프, 유지관리 

내외장재 · 구조재 · 단열재 내장재, 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냉난방 · 환기설비재 냉난방기기 및 시스템, 환기설비 

도장 · 방수재 도료, 코팅재, 접착재, 방수재 

조경 · 공공시설재 조경시설물, 공공시설물, 놀이시설물, 실내조경, 정원용품 

조명 · 전기설비재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주택설계시공 시공, 설계, 실내디자인 

주택정보 · 소프트웨어 전문정보매체, 설계프로그램, 건축 · 건설 관련 플랫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창호 · 하드웨어 창, 문, 유리재, 차양, 하드웨어 

홈인테리어 홈인테리어 · 데코, 벽난로 

전시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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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전 시 회 



전시개요 

전시품목 

전시 경쟁력 

주 최 전 시 회 

캠핑 

캠핑 장비 텐트, 타프, 침낭, 매트, 테이블, 의자, 램프, 랜턴, 난방/보온용품 

캠핑 푸드 바비큐그릴, 버너, 쉘프, 쿨러, 코펠, 조리도구, 통조림, 레토르트 식품, 주류 

캠핑 차량 SUV/RV차량, 카라반, 트레일러, 루프탑텐트, 루프박스, 캠핑카 렌트 

캠핑 플레이스 글램핑(호텔, 리조트, 펜션), 여행 상품, 캠핑장 예약 

캠핑 디자인소품 해먹, 블랭킷, 가랜드, 스트링라이트, 디자인소품  

캠핑 디지털기기 빔 프로젝터, 스피커, 태블릿PC, 드론, 핼리캠, 액션카메라, 캠코더 

캠핑 안전 용품 응급처치용품, 위생용품, 보안용품, 소화기 

아웃도어 
레저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및 잡화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 기능성 신발, 모자, 장갑, 선글라스, 배낭, 기능성 화장품 

수상 레저스포츠 수상스키, 스노클링, 서핑, 웨이크보드, 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카누, 카약, 낚시,조정 

동계 레저스포츠 스노우보드, 스키, 스케이팅, 눈썰매 

산악 레저스포츠 등산, 트레킹, 클라이밍, 산악용 자전거 

구기 레저스포츠 골프,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오프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차량, 오프로드RC카, 모터바이크, 사이클 자전거 

기타 레저스포츠 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롱보드, 전동휠, 전동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사격, 승마, 볼링 

레저스포츠 안전 장비 레저스포츠 안전장비, 헬멧, 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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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전시품목 

전시 경쟁력 

주 최 전 시 회 

예술작품과 아트 상품 그림, 조각, 사진, 영상, 아트상품, 퍼포먼스, 일러스트레이션, 캘리그라피, 그래픽 디자인 등 

라이프스타일 
핸드메이드 상품 

리빙&인테리어 소품, 패션&뷰티 소품 

유아동 및 반려동물 
핸드메이드 상품  

유아동, 반려동물을 위한 리빙&인테리어, 의류, 장난감, 건강한 먹거리 등 

퀼트, 소잉 창작퀼트작품, 생활퀼트상품, 퀼트·소잉 관련 부자재 및 도구 관련 품목 

DIY 체험클래스 및 
셀프 인테리어 
관련 부자재 

셀프인테리어 관련 품목, DIY체험 및 클래스 

핸드메이드 푸드 디저트, 베이커리, 홈메이드, 건강발효식품 외 



주 최 전 시 회 

전시개요 

전시 경쟁력 

전시품목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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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전 시 회 

전시개요 

전시 경쟁력 

전시품목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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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개요 

전시 경쟁력 

주요 프로그램 

전시품목 

주 최 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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