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일[금] ▶ 5일[일]   KINTEX 

국제인증전시회



전시
품목

주  최

주 관

후 원

주 관 방 송

미 디 어 후 원

후 원 단 체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대한낚시협회, (사)한국프로낚시연맹, (사)로얄경기연맹, (사)한국기조연맹, 

(사)LFA한국루어낚시협회, (사)한국스포츠피싱제로에프지연합,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특)한국어촌어항협회

후 원 방 송

주식회사 광륭

낚시용품
낚싯대, 릴, 낚싯바늘, 찌, 봉돌, 루어용품, 떡밥, 받침틀, 좌대, 파라솔
낚시가방, 낚시수납장, 낚시의자, 낚시용 아이스박스 외 각종 낚시채비용품 등

캠핑 · 레저 · 아웃도어
낚시의류, 낚시신발, 모자, 장갑, 선글라스, 텐트, 타프, 침낭, 매트, 테이블, 의자
램프, 랜턴, 난방/보온용품, 응급처치용품, 위생용품, 보안용품, 낚시 보트 및 요트 등  

캠핑차량 및 수상레저스포츠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루프탑, SUV/RV차량, 캠핑카 렌트, 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스노쿨링, 스쿠버다이빙, 래프팅/카누/카약 등  

해양관광 및 치유 · 공익활동 등 기타 
지자체 해양 및 낚시관광 홍보, 해양치유, 해양사고 구조·구난 대응, 
수산자원 보호 · 육성, 해양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
귀어·귀촌 홍보, 조황정보, 선상예약, 낚시매체, 낚시게임 및 애플리케이션 등 



(사)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한국낚시연합, (사)한국낚시어선협회, 

(사)한국조구산업경영자협회, 대한낚시협회, (사)한국프로낚시연맹, (사)로얄경기연맹, (사)한국기조연맹, 

(사)LFA한국루어낚시협회, (사)한국스포츠피싱제로에프지연합, (사)한국스포츠피싱협회, (특)한국어촌어항협회

  국내 최대 규모의 낚시 전문 국제 박람회
•   한국낚시협회 회원사 등 국내외 메이저 조구사 참가     
 ▶ 신속하고 정확한 신상품 정보 제공

•   낚시 관련 종사자(낚시터, 어선, 도소매업 등), 낚시, 레저,      
캠핑 실수요자 등 폭넓은 참관객 방문

•  낚시 프로와 함께하는 고품격 강좌와 이벤트, 경품 추첨 등이 
  함께 개최되는 낚시인들의 축제

  쾌적한 공간 구성과 차별화된 운영
•  기업의 참가 목적에 따라 전시 홍보관과 유통 판매관으로 분리 운영
•  보다 넓고 쾌적한 통로, 휴게 및 이벤트 공간 조성

낚시 시즌의 시작은  가 주최하는   와 함께!

1986   한국낚시진흥회 창립 (9.13)
1989   제1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COEX) 개최
1996   한국낚시업공정거래위원회 발족
1997   낚시 유통 정상화 결의서 정부기관 제출
           제9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COEX) 개최

2001 ~ 2009

2017-2018   제20-22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KINTEX 개최)
2019.03   제23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BEXCO) 개최  
                (사)한국낚시협회 김정구 2대 회장 취임
2019.05   낚시박람회 / 보트쇼 공동개최 협약 체결 
2019.08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주관사 선정-(주)광륭
2020.06   제24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KINTEX) 개최 
2021.03   제25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KINTEX) 개최 
2022.03   제26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KINTEX) 개최
                (사)한국낚시협회 김오영 3대 회장 취임
2022.10   제1회 경남 낚시·캠핑·해양레저 박람회(CECO) 개최

2017 ~ 2022

2001   (사)한국낚시진흥회 인수 합병
2002   단체명을 ‘사단법인 한국낚시진흥회’로 변경
2005   제10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COEX) 개최
2006-2008   제11회~13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aT센터) 개최
2009   (사)한국낚시산업협회 창립(3.8)
            제14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SETEC) 개최
            외국계 조구업체 한국낚시진흥회 가입 승인 결정

2010   제15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SETEC) 개최
2011   제16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BEXCO) 개최
2012-2013   제17회-18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KINTEX) 개최 
2014   제19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BEXCO) 개최
2015.01   (사)한국낚시진흥회와 (사)한국낚시산업협회 통합 추진
2015.08   (사)한국낚시협회로 통합 결정
2015.09   (사)한국낚시협회 정연화, 김정구 공동회장 추대
2015.12   (사)한국낚시협회 정관 확정
2016.02   해양수산부 사단법인 인가(2016.2.3)
2016.03    (사)한국낚시협회 창립(2016.3.11)
                 제20회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개최

2010~ 2016

대한민국 낚시박람회의 살아있는 역사 !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연혁

1986 ~ 19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74-10 강남에이스타워 803호 (우)06373
T. 02-599-1582       F. 02-599-1498       E. info@kofish.kr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사무국 (주)광륭 

2023년 2월 3일(금)
※ 부스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부스 배정 기준  
    •  주최자가 참가 규모, 계약 순서(참가비 납부 기준), 전시품목 등 기준에 의거하여 배정

신청
마감일

1.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팩스(02-599-1498) 또는 이메일(info@kofish.kr) 접수  
2. 계약금 납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계약금(참가비의 50%) 납부
3. 잔금 납부  2023년 2월 10일(금)까지 참가비 전액 납부  

계약
절차

※ 기타 옵션(파이텍스, 콘센트, 간판 로고 등) 추가 시 별도 비용 발생 

참가안내

VAT 별도

참가
비용

1부스 = 3m X 3m(약 2.7평)

구분  회원사 비회원사 비고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 85 만원/부스 107 만원/부스 2부스 이상

조립부스
(면적+기본장치) 107 만원/부스 129 만원/부스

부스벽체(높이 2.5m), 바닥파이텍스, 
간판, 조명(스포트라이트 3개)

전기 1KW(2구 콘센트 1개 포함)
안내데스크 및 접의자 1개

(업체당 1SET)

한국낚시협회 네트워크
850만 낚시인과 3,000개 낚시기업(낚시유통점) 대상 홍보

전문 미디어/온라인/옥외 광고 및 홍보 
공중파 라디오, 전문 낚시채널 및 잡지, 포털 사이트 및 SNS, 고속도로 및 육교 등

광고홍보계획

    참가비 납부처        • 농협 : 301-0254-8690-91     • 예금주 :  (주)광륭

본 전시회는 국제인증전시회로 수출바우처사업, 지자체별 지원사업 등 참가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