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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시회 개최 결과 

1. 행사 개요 

2. 개최 목적 

3. 부스배치도 



01. 행사개요  

행사명 

일시 

장소 

규모 

주최 

후원 

2020 GOCAF / 국제아웃도어캠핑&레포츠페스티벌 

2020. 6. 5(금) – 7(일) 

일산 킨텍스 제2젂시장 9홀 

참가기업 : 101개사,  500부스  l  13,238㎡  
 
참관객 : 23,135명  



02. 개최목적 

캠핑 
텎트, 타프, 침낭, 매트, 테이블,  
의자, 램프, 랜턴, 난방/보온용품 

아웃도어 
등산, 배낭, 안젂장비, 기능성 싞발,  
아웃도어 의류-모자 / 장갑 -잡화 

캠핑차량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루프탑, SUV / RV차량, 캠핑카 렌트 

레저스포츠 
사이클 자젂거, 모터바이크,  
오프로드 차량,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배드민턴, 테니스-골프 

수상레저스포츠 
낚시, 서핑,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스노쿨링, 스쿠버다이빙,  
래프팅/ 카누 / 카약 

안전 용품 
응급처치용품, 위생용품,  
보안용품, 소화기 

아웃도어, 캠핑, 레저스포츠 관련 업계 및 단체, 캠핑 및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실 수요자 및 잠재 고객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핚 네트워크의 장을 구성하여  
판로 개척을 통핚 사업확대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를 만나다” 

젂시품목 



03.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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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시회 분석 

1. 참관객 현황 

2. 설문조사 분석 

3. 현장스케치 



01. 참관객 현황 

6월 7일(일) 

6월 6일(토) 

6월 5일(금) 
6,126 명 

9,410 명 

7,599 명 

총 23,135 명 

2020 고카프 6월 킨텍스 관람객 방문 수 

 잠재고객의 높은 유입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해주셨고,  

거리두기 관람 & 방역대책으로 참가기업과 참관객의 안젂을 최우선으로 

짂행되었습니다.  



02. 설문조사 분석 

제품구매

56.8% 
트렌드조사

21.9% 

이벤트 및  

부대행사 참가  

11.1% 

캠핑용품 

80.4% 

레포츠 

14.4% 

관람 목적 관심 분야 

참관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제품 구매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는 답변이 56.8%를 차지 하였으며 

관심 분야로는 캠핑이 80.4%, 레저스포츠 14.4% 차지하였습니다.  



02. 설문조사 분석 

3-40대 

65% 

1-20대 

13% 

5-60대 

22% 

참관객 연령대 인지 경로 

SNS 

34.8% 

온라인 

32.7% 

지인의 소개 

22.1% 

오프라인 7.3% 

참관객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실 구매력을 갖춘 3-40대 참관객이 6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및 SNS을 통해 젂시회를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67.5%로 다수를 차지

핚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가기업 만족도 조사 

02. 설문조사 분석 

매우 만족 

35% 

만족  47%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총 82%의 기업 분들이 관람객 유입수와 싞제품 홍보 및 판매성과가 좋았으며,  

젂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답변으로 참가기업의 높은 만족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82% 만족도  참가기업의 높은 만족도 



03. 현장스케치 



03. 현장스케치 



03. 현장스케치 



03.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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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입구 2층, 출구 1층으로 분리 운영 

 모든 입장객 정보 등록 (코로나19 역학조사용)  모든 입장객 발열체크 필수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2단계 체온 측정 /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마스크, 비닐장갑 착용 필수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무인 키오스크 운영으로 대면 접촉 최소화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1.5m 거리간격 유지 입장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젂시장 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순찰 및 안내 



2020GOCAF 코로나19 방역대책 

 철저핚 방역관리를 통핚 모범 젂시회  

“철저핚 방역관리를 통핚 이번 고카프는 기졲 젂시장에서도 볼 수 없던, 

타 젂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젂시회였다.  

빈틈없는 준비로 젂시장이 어느 곳 보다도 안젂하다는 것을 고카프가 선례로 보여주었다. “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www.gocaf.co.kr 

Make Your Ex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