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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전시회 개최결과보고 

THE 13TH HANDARTY KOREA 2020 



행사개요 

｜ 행  사  명 2020 핸드아티코리아 / The 13th HANDARTY KOREA 

｜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 8월 2일(일), 4일간  

｜ 장     소 서울 코엑스 Hall C, 컨퍼런스룸 307호 

｜ 주     최 ㈜메쎄이상 

｜ 동시개최 제4회 소잉디자인페스티벌 

｜ 규     모 국내 | 380개사 500부스 

해외 | 8개국 10개사 26부스 

참관객 | 60,198명 (바이어_3,885명) 

｜ 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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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s jewelry 
designers and their 

design work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areas of handicraft 
and art. 

Pursues craft 
values that can 
make people 
happy and 

healthy.  

Online handmade 
market platform 

supporting 
handicraft artists. 

Online 
handmade 

market platform 
providing all-in-

one service. 

HANDFUL OF CREATIVITY 
LET’S HANDAMDE! 



2020 개최 결과 

The Original No.1 Craft Design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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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Visitors in 2020 

참관객 60,198명 
*중복 입장객 포함(2일 이상 재방문 32%)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전시회 개최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존 참관객의 25%정도의 규모만
이 줄어 명실상부 국내 No.1 핸드크래프트 전시회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26,115  
 31,720  

 42,017  

 51,755  

 59,577  
 67,622  

 71,415  
 78,112  

 80,263  

 60,19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내 업계 종사자들의 Must-Attend 전시회 
 
* 국내외 주요 바이어 대거 방문 
* 호텔/레스토랑 관계자, 수입업체, 카페운영자, 유통업체 
* 업계 Key-Player 초청 
   유통업체, 백화점, 온라인 스토어, 홈쇼핑 등 주요 MD  
   각국 주요 협단체 및 파견단 초청 

2020년 총 8개국  390개사  526부스 참가 

3,885명 국내외 주요 바이어 및 관람객 방문  

2020 주요 바이어 기업 및 기관 

8개국 390개사 526부스 
COEX C홀, 컨퍼런스룸 307호  

10.348㎡ + 311㎡ 

2011 
173개사 210부스 
코엑스 Hall D1 3,645㎡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7 

누적 관람객 56만명 시대, 
참여 작가와 동반 성장하는 국내 최대 전문 전시회 

2018 

참가업체 
국내  380개사 500부스 
해외  8개국 10개사 26부스 

56,184_30%감소 

56,184_30%감소 

2019 
2020 



전시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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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치소비관 
이제는 소비도 착한 가치 소비가 대세! 

‘함께 같이’의 키워드에 맞추어 
제대로 소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 

음악, 퍼포먼스 등 손으로 만들어낸 
다양한 무대와 열기로 가득찼던 
핸코 온더스테이지  

해외작가 쇼케이스관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해외 작가의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무이한 해외작가 쇼케이스관 

라이브페인팅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며 작가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페인팅 

뭘 좋아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취미 찾기 프로젝트 

다양한 체험클래스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핸코만의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존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들도 보고 
취향 저격 굿즈들까지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 

체험클래스 북아트특별관 

핸코 스테이지 



동시개최행사 

국내 최초 소잉 분야 전문 전시회, 

면과 선으로 이어나가는 아트, 소잉(SEWING)! 

소소한 취미를 넘어 개성과 디자인의 문화를 융합하는 

소잉 문화 예술의 장 제 4회 소잉디자인페스티벌 

제4회 소잉디자인페스티벌 



특별기획관 

착한 소비의 행복 

해외작가쇼케이스관 

세계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 

COVID-19로 인해 기존에 핸드아티에 참여하던 100명 이상의 해외 작가가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변해버린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세계 공예 트랜드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핸드아티코리아는 세계 공예품들을 직접 전시장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10.0.0.4\001_박람회자료_mnc\_[사진] 박람
회\_핸코\★2020핸코썸머_현장사진★\해외
작가 쇼케이스 

나만의 가치관과 취향을 드러내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착한소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핸드아티코리아에서는 사회를 보다 이롭게 만드는 브랜드로 구성된 착한가치소비관을 선보였습니다. 

착한가치소비관 



특별기획관 

북아트특별관 

Let’s Make Together 

크라우드펀딩관 

가치 소비, 펀딩으로 완성 

디자인 서적, 일러스트레이션, 독립출판물 등 다양한 시각문화 생산물들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북아트특별관을 기획하여 시각문화 생산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제작자와 관람객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 구성 

새로운 가치 소비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작품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창작자들을 소개하는 크라우드펀딩관 



부대행사 

참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핸코 스테이지 PROGRAM] 

핸드메이드에 관심이 많은 일반 관람객 분들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따라 하며 즐길 수 있는 강의들을 진행 

나만의 향수 만들기, 라탄으로 인테리어하기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의 세계가 펼쳐진다. 1일차  아트 온더스테이지 

손으로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
기. 가사와 선율의 하모니로 이루어진 싱어송라이터
들의 무대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패션쇼, 백쇼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트랜드를 선구하는 화려한 현장 

매직쇼, 캘리그라피쇼 등 눈을 잠시도 깜빡일 수 없는 
퍼포먼스들이 펼쳐진다.  

2일차  뮤직 온더스테이지 

3일차  패션 온더스테이지 

4일차 퍼포먼스 온더스테이지 



부대행사 

비즈니스 세미나 

참여작가를 위한 프로그램 

핸드메이드 사업을 꿈꾸는 예비 작가님들부터 판로 확장 기회를 찾고 있는 작가님들까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PART 1 MATCHING DAY  판로 개척 및 비즈니스 기회의 장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1인 크리에이터, 소상공인기업 등 핸드메이드 분야 종사자에게 비즈니스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즈니스 세미나 진행 

주요 기업, 바이어, 매체, 백화점, 갤러리 MD등을 바이어로 초청하여 참여 

작가들이 직접 관심있는 분야의 바이어에 1:1 상담을 신청하여 상담회 진행 

공방 없이 공방 창업하기 스마트폰으로 내 브랜드 사진/공간 기획 및 연출법 

텀블벅으로 내 공예품 소개하기 작은 공방일수록 브랜딩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터링크로 1시간만에 나만의 홈페이지 만들기 

세미나 프로그램 

참여바이어 

총 참여자수 추가 
100명 

참여업체 수 :  65개사 상담 건 수 :  132건 

세미나 참여자수 : 100명 



핸드크래프트 어워즈 

PART 2 CHALLENGE 핸코 NO.1 아티스트 

패브릭챌린지 공모전 

돋보이는 감각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의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매년 시상을 진행. 핸드메이드 분야의 유능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수공예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작품을 현장

에서 소개 함 

‘클래식 블루, 일상에 스며들다.’는 주제로 지난 6월 개최한 패브릭 

챌린지 공모전. 코튼빌에서 제공한 클래식 블루색의 린넨천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공모. 우수작품은 현장에서 전시하는 기회까지 제공 

소잉팩토리와 핸드아티코리아가 함께 진행한 공모전으로써 ‘아줄레주를 담

은 나만의 패션 스타일’을 주제로 자연과 포르투갈 궁전의 역사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에 여름의 생동감을 가미한 컬렉션인 만큼 이국의 신비로운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을 공모 

마레 콘테스트 

부대행사 



PART 3 ‘같이’의 가치  같이의 가치를 위해 함께 만들어간 모든 것 

백지에서 선과 색이 조화되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작가와 참관객이 소통하며 느낄 수 있는 라이브페인팅. 동양화, 캐리커

쳐, 펜드로잉 등 다양한 아트의 세계를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 

공방털이 프로젝트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공방 안에 잠들어 있던 작품들을 랜덤박

스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판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아름다운 가게’

에 기부 

부대행사 

라이브 페인팅 



핸드아티코리아 COVID-19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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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주요 방역 대책 

출입자 관리 출입구 통제 

방역용품 구비 매일 방역시행 

현장요원 배치 무인등록대 운영 



PART 02   
전시회 분석 

THE 13TH HANDARTY KOREA 2020 



참가업체 평가 

아트&디자인 

23% 

패션&주얼리 

20% 

소잉&퀼트 

21% 

DIY&부자재 

17% 

디저트 

5% 

기타 

14% 

2.0% 

2.6% 

12.1% 

13.3% 

18.2% 

25.5% 

26.3% 

참여 품목 

참가 목적 

작품 판매 

작가 또는 작품 홍보 

신규 고객 창출 

유통 채널 확대 

기존 고객 관리 

공방 및 브랜드 홍보 

만족도 

아주불만 

3% 

불만 

8% 

아주만족 

24% 

보통 

20% 

만족 

45% 

기타 



1:1 비즈니스 상담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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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4% 

12.3% 

18.3% 

34.3% 플랫폼 입점 

작품 관련 상담 

유통 

기타 

산업 및 시
장 

상담 목적 

참가업체 만족도 

바이어 만족도 

참가업체 평가 

1:1 비즈니스 상담회 

비즈니스 세미나 

세미나 수강 목적 만족도 

아주불만 

1% 
불만 

4% 

아주만족 

45% 보통 

26% 

만족 

24%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7% 

보통 

21% 

만족 

38% 

매우 만족 

32% 

2.4% 

12.3% 

18.3% 

67.0% 공방창업 준비를 위
해 

제품 브랜딩 및 홍보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타 

공방 운영준비를 위
해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11% 

보통 

18% 

만족 

27% 

매우 만족 

43% 

만족도 



참관객 평가 

17 

7,164  
6,248  

10,282  

6,361  

7월 30일(금) 7월 31일(목) 8월 1일(일) 8월 2일(토) 

일별 참관객 현황 

참관 목적 관심 품목 

0.8% 

2.4% 

12.3% 

18.3% 

34.3% 

31.8% 물품 구매 

일반 관람 

체험활동 

세미나 참가 

기타 

시장조사 및 
동향 파악 

0.8% 

7.4% 

8.9% 

9.5% 

10.2% 

10.7% 

14.8% 

17.6% 

20.0% 디자인 및 아트 

리빙 

체험클래스 

퀼트 

기타 

패션 

디저트 

소잉 

DIY 

*중복 입장객 제외 



PART 03   
마케팅 분석 

THE 13TH HANDARTY KOREA 2020 



마케팅 분석 

19 

4.0% 

13.0% 

22.0% 

28.0% 

33.0% 문자/이메일 

SNS/온라인광고 

홈페이지(검
색) 

기타 

초청장 

문자/이메

일 

33% 

SNS 
/온라인광

고 

28% 

초청장 

22% 

홈페이지 

13% 

기타 

4% 

참관객 대상으로 전시회를 알게된 경로를 설문해본 결과, 문자, 이메일, 초청장(우편) 등  

자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유입된 참관객이 전체 참관객의  55% 차지 

다음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유입이 28%로 높게 나타남 

참관객 유입경로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온라인 검색량과 주요 키워드 분석으로 보다 효과적인 검색 유입량 도출 

타 경쟁 핸드메이드 관련 전시회와 비교하여 연간 검색점유율 89% 차지      

유사 전시회와의 검색량 비교 

 

네이버 축제 및 행사 분야 

일간검색어 순위 1위   
 

동일기간 행사와의 검색량 비교 

56,862  
핸드아티코리아 

1,800  
유사전시 A 

1,812 
유사전시 B 

*2019월7월~2020년7월(1년) 기준 데이터 

유사전시 A 유사전시 B 핸드아티코리아 

동일기간 유사 전시회 외 기타 축제 및 행사 대비 높은 검색량으로 네이버 검색 상위권 노출 

 *순위 반영 기준: 
네이버 이용자의 검색 결과 이용 형태를 분석
하여 이용자가 가장 많이 검색한 분야 내의 
검색량 집계 후 순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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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너 자사 SNS 채널  

웹배너, 유튜브 영상광고,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블로그 기자단 운영 외   
미디어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행사 주요 이슈를 소개하는 온라인 언론보도를 송출하여 

보다 많은 신규 고객 유입 도모. 작년 참관객 대비 신규유입 사전등록자 58% 증가   

유튜브 영상 

온라인 마케팅 

문자 및 카카오 알림톡 이메일 (국/영문 뉴스레터) 초청장발송 (우편)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 언론보도 외부 SNS 페이지 광고 

데이터 마케팅  

자사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대 참관객 외 관련 대상에게 사전등록 및 현장방문 독려.  

전체 참관객 대비 유입 비율 문자/이메일 33% 초청장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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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작가(공방) 제휴  코엑스 스타필드 DID 광고 쌈지길 옥외배너 광고 

오프라인 제휴 

온라인 (커뮤니티) 제휴  

아이디어스 1300K 웬지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제휴 관계를 통해 핸드메이드 및 취미클래스 관련 콘텐츠에 대한 관심
도가 높은 타겟군을 대상으로 웹배너, 콘텐츠 페이지, 현장방문 유도 이벤트 등 직접적인 홍
보를 진행하여 잠재 고객 유입 도모 

참여작가와의 장기적 제휴 관계를 통해 가망 고객에게 행사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주요 인프라와의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을 통해 배너광고 시너지 효과 증대 



THANK 
YOU 

THE 13TH HANDARTY KOREA 2020 

Contact Information 
 
T. 070-7585-9438 
E. hmk@esgroup.net 
ADDR.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 ES타워 

내년에 다시만나요! 

2021. 8. 5(목) – 8.8(일) 
코엑스 A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