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2020년 1월 20일 (월) – 22일 (수)
장소: 일본, 마쿠하리 멧세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 사전 개최 보고서 라이프스타일 위크 도쿄 [1월]가 2020년 1월 20일에서 22일, 일본 마쿠하리 멧세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3일간 개최됩니다. 전시회명이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도쿄 [1월]에서
라이프스타일 위크 도쿄 [1월]로 바뀌면서, 2개 전시회가 추가되고 기프트, 문구, 홈웨어, 패션
용품, 플라워 등의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더욱 풍성하게 전시될 예정입니다.
35 개국에서 1,190사가 참가하고 47,000명이 방문하는 이번 전시회는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최신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업계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전시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전시회 하이라이트를 확인하고 전시회 방문을 준비해 보세요!
일반 참관 신청 >> 여기를 클릭하세요

■ 고품질의 다양한 Made-in-Japan 제품
라이프스타일 위크 도쿄[1월]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Made-in-Japan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제 도자기, 식기, 공예품 등 일본 전통 제품이 출품할 예정으로, 최근에는
일본의 친환경/지속 가능한 제품과 고급 디자인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소싱하세요.

■ 2개의 신규 전시회 추가
제16회 IFEX - Int’l Flowers & Plants Expo
꽃/식물 관련 제품을 모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전시회!
-꽃

- 식물

- 보존화/조화 - 플라워 관련 제품 및 기프트 …등

제1회 ISOT - Int’l Stationery & Office Products Fair
독특하고 다양한 문구 & 사무용품이 한자리에!
- 필기도구 - 파일, 공책 - 디자인 문구 - 사무 용품 ...등

■ 12,000개의 신제품이 집결
전 세계 35개 국가/지역의 참가사들이 12,000개 이상의 신제품을 전시회에서 선보입니다!
프랑스, 태국, 우간다, 방글라데시 등 여러 국가/지역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은 물론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카와이(귀여운)” 제품들도 다수 출품되니 전 세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기에 최적의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장을 잠시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라이프스타일 위크 도쿄 [1월] 8개 구성 전시회









제3회 GIFTEX - Variety-Gifts Expo
제3회 Baby & Kids Expo
제3회 Health & Beauty Goods Expo
제3회 Fashion Goods & Accessories Expo
제3회 Interior Products & Furniture Expo
제3회 Table & Kitchenware Expo
제16회 IFEX - Int'l Flowers & Plants Expo
제1회 ISOT - Int'l Stationery & Office Products Fair

■ 동시 개최 전시회
880개 참가사가 함께하는 일본 최대 규모* 코스메틱 무역 전시회!
 COSME TOKYO – 제8회 Int’l Cosmetics Trade Fair
 COSME Tech – 제10회 Int’l Cosmetics Development Expo
 INNER BEAUTY – 제3회 Beauty & Health Foods Expo

*동일 컨셉 타 전시회 참가사 수 대비 “최대 규모"

■ 참관 사전 등록 (무료)
아래의 3가지 참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참관 사전 등록을 마치세요.
 일반 참관 신청 >> https://www.lifestyle-expo-spring.jp/inv_en/
 VIP 참관 신청 >> https://www.lifestyle-expo-spring.jp/vip_en/
(과장 직급 이상 신청 가능)
 단체 참관 신청 >> https://www.lifestyle-expo-spring.jp/en-gb/visit/group.html
(5인 이상 신청 가능)

■ 문의처
라이프스타일 위크 전시회 사무국 (구 라이프스타일 엑스포 도쿄)
Reed Exhibitions Japan Ltd.
18F Shinjuku-Nomura Bldg., 1-26-2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570, Japan
Tel: +81-3-3349-8505
Email: visitor-eng.lifestyle@reedexpo.co.jp
Web: www.lifestyle-expo-spring.jp/en/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제품 수, 국가/지역 수, 참가사 수는 동시개최 전시회 전체 예상 수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