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1. 15(금)~11. 17(일)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  

(구 캠프페이지 내) 

부대시설 (부대시설 단가는 참가신청서 참조)

·  기본적인 부스 및 장치제공 외 추가 부대시설은 별도의 신청에 의해 제공 

· 부대시설 신청내용 : 전기, 전화, 인터넷 

박람회 참가비용

강원도내 학교, 단체, 기관 유치 
· 강원도내 시, 군별 학교 및 관공서 협조, 단체 관람 유도 

홈페이지 및 광고, 기획기사 이용 집객 
·  홈페이지 운영 통한 온라인 홍보 

·  강원일보에 행사 전 기획 기사 및 보도 기사 등 게재 

관심분야집중홍보 

·  일반가정 관심사 인테리어 관련 전시 

·  행사장 내 업체별 이벤트 실시로 행사 구전 효과 

라디오 및 케이블 SPOT 광고 
·  강원지역 일원 적극 홍보 진행

·  참여이벤트 소개를 통한 관심 유도 

일반 관람객 대상 참여 이벤트 
·  박람회장 관람 고객 참여 이벤트 / 스탬프 랠리 

·  매일 진행되는 경품 이벤트 

참관객 홍보계획

033 - 258 - 1810~2

ayh@kwnews.co.kr

033 - 258 - 1815



전시회 개요 모시는 글

박 람 회 명 강원ECO홈페어2019 건설, 건축박람회

행 사 기 간 2019년 11월 15일(금)~11월 17일(일)

행 사 장 소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 (구 캠프페이지 내)

전시참가안내

친환경 청정 강원의 특성이 살아 있는 건설, 건축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강원ECO홈페어2019 건설, 건축박람회 행사가 11월 15일(금) 부터 11월 17일(일)까지 3일간 춘천 봄

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원도와 춘천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

람회는 건설, 건축 종합전시회로서, 가구및 인테리어, 주택보급형 태양열 및 태양광절전형 조명, 

인테리어 소품, 건설장비 및 공구, 건축자재 등 각분야의 업체들이 특색있는 각각의 제품을 선보

입니다. 

특히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건축 관련 자재 및 신기술들이 대거 선보여 내년 공사를 준비하

는 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택 관련 각종 정보와 인테리어 , 소품, 조명 등도 전시될 예정이고, 아울

러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친환경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도내 건설, 건축사업이 녹색성장의 기틀

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사업의 최신 트랜드도 제시될 것입니다. 

건설, 건축 관련업계에게는 건설, 건축자재의 신제품과 신 공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일반 소비자에게는 내 집을 

꾸미는데 유익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건

설, 건축박람회 강원ECO홈페어2019에 관련 업계

의 많은 참여와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ECO홈페어2019 추진위원회 

전시대상품목  

욕실 및 주방 주택정보
가구 및  
인테리어

창호재
건설 신기술 

분야
건축자재 냉난방 기기

조명 및 전기
시설

건설장비 및 
건설

안전 보호구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조경 및 공공
시설

신청서 접수   강원ECO홈페어2019 참가신청서 (소정양식 , 별첨참조),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금 납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참가비 50% 납부, 10월 31일(금) 완납 

신 청 기 간  2019년 10월 15일(화) ~ 10월 31일(금)

신 청 방 법  E - mail 접수 / 운영사무국 문의 : 033 - 258 - 18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