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드 기프트 페어 (시드니, 멜버른)

 Reed gift fairs / 

SYDNEY, MELBOURNE



1. 개요

1) 전시회 명 : 리드 기프트 페어 (시드니, 멜버른)

             Reed gift fairs / SYDNEY, MELBOURNE

2) 개최장소 : ICC Sydney 32,000sqm 

                (시드니 전시 컨벤션 센터) (2019년 기준)

                14 Darling Dr, Sydney NSW 2000

                &

                Melbourne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MCEC) 

                (멜버른 컨벤션 앤드 엑시비션 센터) (2019년 기준)

                1 Convention Centre Pl, South Wharf VIC 3006

3) 개최일자 : 2020.02.22.~02.25, 2020.08.01~08.05

4) 주최 : Reed Exhibitions

5) 홈페이지 : https://www.reedgiftfairs.com.au/home/en-gb.html

7) 주요 전시품목 :  ‣ 선물용품               ‣ 라이프스타일, 의류 

                        ‣ 사무용품               ‣ 키즈&토이&게임   

                       ‣ 가정 데코, 가정용품   ‣ 여행용품 등

                              

8) 주요 참가국 :  • 미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뉴질랜드

                         • 독일 등 10개국

                       

        

      9) 기타  & 해외 참가업체 :    578개 (2018년 기준)

               & 참관객 :      1만8천여명 (2018년 기준)

               & 전문 바이어 : 1만8천여명 (2018년 기준)            



 

 1) 전시회 특징 

  시드니와 맬버른 선물 박람회는 호주 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다.

 2017년에는 개인 기업, 체인, 프랜차이즈, 백화점, 지역 원아웃렛 소매업체 및 홈 기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대략 4만3천 명의 전문 바이어가 찾아 주었다. 제조업체, 수입     

 업체, 도매업체 및 유통업체로 구성된 1,500개의 전시 참가 업체들이 매년 업계 선두업체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최신 제품 공급/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 전시회 특징



3. 스케치



3. 홀과 부스

시드니 전시관

멜버른 전시관



 1. 기본제공 집기

   상담테이블1, 의자3, 조명3, 조명 1

 

 2. 가격

   Shell Schem – AUD 8041$ 9sqm 

   * + GST

       

 1. 기본제공 집기

   상담테이블1, 의자3, 조명3, 조명 1

 

 2. 가격

   Shell Schem – AUD 8234$ 9sqm 

   * + GST

       

시드니 전시관

멜버른 전시관

 실제 부스 예시



  오스트레일리아 개요   (Australia) 
 

연혁

   -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태즈메이니아섬 등을 

국토로 한다. 1788년 1월 26일 영국이 최초로 유럽인 정착지를 세운 이래 영국의 식

민 상태였다가 1901년 1월 1일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발족하였다. 정식명칭은 오스트

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북쪽은 티모르해(海), 동쪽은 산호

해·태즈먼해, 남쪽과 서쪽은 인도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섬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대륙이다. 6개주,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노던준주(準州)와 노퍽섬, 매쿼리

섬, 로드하우스섬, 크리스마스섬, 허드섬·맥도널드 군도, 코코스(킬링) 제도, 산호해(珊
瑚海)군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주와 특별구역은 722개의 

작은 지방자치구역으로 구분된다.

기후

   -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서부 지역 40% 및 북부 지역 80%는 열대성, 나

머지 지역은 온대성 기후이다. 내륙은 굉장히 건조하여 비를 거의 볼 수 없다.

   남반구에 있는 나라라 계절은 한국과 반대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은 여름

이다.

인구

- 약 2,500만 명.

 
 경제상황

-  호주는 1인당 GDP가 11위(USD 53,800)다. 또한 호주는 26년째 꾸준한 경제 성

장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경제 구조로 인해 호주 국민들의 소비재에 관해 활발한 

소비와 소비재 소매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호주에서 소매하는 소비재 소매업은 2017년 USD 168.7만으로, 매년 호주로 수입되는 

선물 용품 및 홈웨어 제품의 가치는 UDS 4만으로 추정된다.

4. 기타



ES International Co., Ltd
1. 산업통상자원부 정식 등록 전시주최사업자

- 에이전트업무의 신뢰성 높음.

- 개별 전시회 지원사업 참가 증빙 등에 유리한 에이전시

2.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2015년 연속 중국지역 민간네트워크 지정

- 해외전시마케팅 능력을 인정받음.

3. 중국 연태지사 운영

- 현지 업무 접근성 우수

4. 한국에서 유일한 중국에 특화된 전시 에이전시

- 무역, 물류, 여행, 에이전트 업무 전반의 한국 최고의 전문성 보유

5. 물류, 여행, 통역 등 전시회 참가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참가부스 예약업무만 대행하는 에이전시와는 다르게 여러 제반업무들을 관

리  

6. 부스 장치

 -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자체 디자인 제안

 - 전시 아이템들의 효과적인 디스플레이 방법 등을 조언

7. 능숙한 전시회 현장운영

 - 전시 전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참가 관련사항 확인.

 - 전시회 운영기간 동안 전시회에 상주하여 전시 관련 서비스 제공

                                                                         

 각 부문 담당자

한국본사

․전시회 업무진행 및 관리 - 전시사업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216 분당한화오벨리스크 206.207호
․전화 : 031-711-2707 / 070-7417-3782 ․팩스 : 031-711-2718           
중국지사
․전시회 기획 및 대행,　무역사절단 담당 
․주소 : 烟台市芝罘区环海路88号516室
․전화 : 86-535-602-2585

이메일 : “ES인터내셔널주식회사”  jiayou2015@esin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