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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홍보 담당자
『2022 스포레 캠핑페어』 ‘밀리터리존’ 운영안내(선착순 마감)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해외에서 백패킹문화가 특화된 반면, 우리나라 캠핑문화는 오토캠핑이 주
력이었으나 최근 다양하게 캠핑을 즐기는 MZ세대가 유튜브,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
되면서 감성, 밀리터리 등 새로운 캠핑문화가 생겼습니다.
3. 대구광역시에서 14년간 캠핑, 낚시를 차례로 런칭한 ‘스포레’에서는 특히,
탄색, 카키로 대표되는 밀리터리 캠핑에 주목하고 있고, ‘밀리터리 프로젝트’로 강철맨
팬사인회(강철부대 출연진 : 최영재, 김민준)를 개최하며, 마초감성의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수년간 캠핑 트렌드를 연구 및 접목하고, 정부 및 지자체에 인증을 받아온
‘2022 스포레 캠핑페어’에 참가하시어, 귀 사의 독보적인 마초감성을 뽐내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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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SPOLE WEEK] 2022 스포레 캠핑페어 “밀리터리 존”
기간 및 장소 : 2022. 8. 26(금) - 28(일) / 대구 엑스코(EXCO)
주
최 : ㈜더페어스
캠핑파트너 : 캠핑퍼스트(초캠)
전시규모 : 10,078㎡(200개사 500부스) / 관람객 年35,000명
동시개최 : 2022 대구낚시엑스포
행사인증
-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화 지역유망전시회
- 2022년도 대구광역시 우수전시회
- 2022년도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인증전시회

부 : “2022 스포레 캠핑페어” 프로그램 및 신청안내문 1부. 끝.

주식회사 더페어스

◆ [스포레 캠핑페어 2022] 행사안내 ◆
○ WHY 스포레?
‘캠핑카 맛집’이라는 별명이 생길정도로 상담과 계약률이 높음

스포레 RV 특별관

(15~20팀 조기마감)
스포레 X 캠핑퍼스트(초캠)
캠핑파트너 협력

110만 캠퍼(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초캠’과 비수도권 캠핑파트너로 참여
회원들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진행

스포레 밀리터리 프로젝트
강철맨 팬사인회

강철부대 출연진 최영재, 김민준님과 팬사인회 (토요일 오후2시)
마초감성 이벤트 동시진행

2022 대구낚시엑스포

(사)한국낚시협회 공식 주최행사로 캠퍼와 낚시인 동시공략 가능
힐링낚시와 다이내믹낚시로 운영, 노낚금 캠페인 진행

동시개최

○ 추가 마케팅 지원
- (온라인전시관) 스포레 홈페이지에 ‘브랜드’와 ‘제품소개’ 무료 업로드
- (SNS지원) 스포레 인스타그램에 브랜드 소개
- (언론보도지원) 신제품, 주요 이슈 제공시 4대 포털에 보도자료 무료 게재
- (유통상담회 지원) 전시장 내에서 유통 MD들과 상담주선
- (콜라보이벤트) 협찬 제공시, 전시회 관람객과 콜라보이벤트 공동 진행가능

◆ [스포레 캠핑페어 2022] 신청안내 ◆
○ 참가비용

(VAT 별도)

구분

참가비(VAT별도)

비고

독립부스 (3m X 3m)

\ 1,000,000

전시면적만 제공

조립부스 (3m X 3m)

\ 1,200,000

장치, 간판, 인포세트 제공

RV특별관 (5m X 5m)

\ 1,200,000

전기 1kw 제공

※ 깐부할인? 과거 SPOLE 행사에 단 1회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는 참가사 부스당 20만원 할인적용
※ 전기, 인터넷 등 부대시설 별도

○ 신청기간
- 2022. 7. 29(금)까지 선착순(부스규모 -> 신청 -> 입금)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 후 참가비(계약금) 50%납입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29101-04-028774 (예금주 : ㈜더페어스)

참가문의
담당자

T. 031-697-8263

F. 031-697-8266

E. leeik@thefairs.co.kr

㈜더페어스 이인근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