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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2022서울머니쇼

기 간 2022년 5월 12일(목)~14일(토)

장 소 서울 COEX Hall B

규 모 120개사 250부스 / 8,309㎡

주 최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TV

주 관 (주)스타비스코리아

홈페이지 www.seoulmoneyshow.com

2010년에 첫 론칭하여 올해 13회를 맞이한 서울머니쇼는  
매년 40,000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며  
재테크 박람회의 리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등 경제지 매일경제신문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신뢰감 있는 재테크 큐레이션 노하우와 발 빠른 정보를 바탕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서울머니쇼를 방문한 참관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테크 방법을, 참가업체에게는 직접 고객을 만나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확실한 수요층’에게  
재테크 상품과 노하우를 제시하고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는  
실질적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Show Overview
2022 서울머니쇼 개요

참가업체

120 개 사

연간 참관객 수

40,000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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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eoul Money Show?
왜 서울머니쇼인가?

WHO Visit?
누가 방문하나요?

WHAT We Offer?
무엇을 제공하나요?

5대 금융사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박람회'

구분 주최사 전시면적 참가업체 규모 참관객 규모 진행 회차

서울머니쇼 (주)매일경제 8,309㎡ 120개 사 250개 부스 4만명 13회

재테크 박람회 A A사 7,281㎡ 38개 사 99개 부스 1만 5천여 명 8회

재테크 박람회 B B사 7,281㎡ 70여개 사 200여 부스 1만 2천여 명 4회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머니쇼는 12년간 약 40만명이 관람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박람회입니다.  

서울머니쇼는 5대 금융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2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재테크 정보를 얻기 위해  

매년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합니다. 

서울머니쇼는 참가업체에게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함께 고민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연결하는 더 확장된 홍보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기업 및 전시품목 홍보  

(1일 평균 3,000명 방문)

·  재테크 플랫폼 매경엠플러스를 통한 홍보

·  SNS 홍보 채널 극대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4만명 참관객에게 선보이는 '대체 불가능한 재테크 경험'

서울머니쇼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1대1 상담이 가능한 비즈니스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여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가 만족하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신규 고객 발굴 도움

그렇다

62.2%

보통이다

33%
아니다

4.8%

전시회 참가 만족도

만족

69.5%

보통

30.5%
불만족

0.0%

전시회 재참가 의사

재참가

72.8%

미정

26.4%
아니다

0.8%

참관객 재참관 의사

재참관

93.4%

미정

6.2%

아니다

0.4%

 * 2021 서울머니쇼 설문조사 참고

 * 2021년도 개최 기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약 4만명'

행사 전부터 현장까지 사전·사후 특별한 홍보 마케팅

역대 누적 100,000명 참관객 대상 다이렉트 마케팅

설문조사 우수기업 포상을 통한 참가업체 홍보 지원

수입을 다변화하고 싶은 투잡, N잡 희망자

자산관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는 재테크 초보자

생활이 바빠서 재테크 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달라진 재무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인 예비 신혼부부

알뜰하게 생활비를 관리하며 재테크 하고 싶은 현명한 주부

올해의 재테크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은 금융종사자

안전한 투자로 천천히 자산증식을 하고 싶은 자산가

빨라지는 은퇴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예비은퇴자

   2022 
서울머니쇼

SE  UL 
M  NEY 
SH W

언론홍보 

온라인

·  1위 경제지 매일경제신문과 100개 주요 언론사 보도 및 

참가기업 특집기사 게재

·  재테크 전문 채널 홍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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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eoul Money Show Review
2021 서울머니쇼 돌아보기

관별 전시품목
A. 금융관
제1금융권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금융 및 재테크 컨설팅,  

신용카드사, 캐피탈회사, 신용평가회사, 금융보조기관 등

B. 증권관
증권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주식거래 플랫폼

C. 부동산관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  프롭테크 등

D. 생애설계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인슈어테크, 

생애설계상담 관련 기관

E. 스마트금융관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플랫폼, 

가상화폐, 온라인결제 관련 기업

F. 창업·특별관
비외식 및 외식부문 프랜차이즈

G. 부대행사관
금투자/은투자 관련 플랫폼, 아트투자 등  

신 재테크 기업 

코엑스 
Hall B

G-03 G-04
G-05

세미나실
2

세미나실
1

G-02

실시간 
라이브존 

2

G-06

G-01 G-07

실시간 
라이브존 

1

C-07 D-01 D-02 D-03 D-04 E-14 E-09

C-06 E-08

C-05
D-05 D-06

D-07 E-29 E-30
E-21 E-13 E-07

C-04 B-02 B-03
E-27 E-28

F-05 F-06 B-04 E-26 E-19 E-20 E-12 E-06

C-03 E-05

C-02
F-03 F-04 B-01

E-24 E-25 E-17 E-18 E-10 E-11 E-04

세미나실
3

그랜드볼룸
101호

C-01
E-22 E-23 E-15 E-16

A-17 A-18 E-03

A-06
A-08

A-09 A-10 A-11 A-12
A-14

A-15

F-02
A-07 A-13 A-16

E-02

F-01 A-01 A-02 A-03 A-04 A-05 E-01

A 금융관

A-01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카드

A-02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A-03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저축은행 

A-04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A-05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A-06 국민연금공단

A-07 서민금융진흥원

A-08 신용회복위원회

A-09 한국주택금융공사

A-10 한국자산관리공사

A-11 KDB산업은행

A-12 예금보험공사

A-13 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A-14 BNK부산은행

A-15 SGI서울보증

A-16 IBK기업은행

A-17 수협은행

A-18 새마을금고중앙회

B 증권관
B-01 NICE평가정보

B-02 한국투자증권

B-03 미래에셋증권

B-04 현대차증권

C 부동산관
C-01 대우건설

C-02 청약365

C-03 POGME

C-04 더블유 스페이스

C-05 리얼티코리아부동산중개

C-06 에이트빌딩부동산중개법인

C-07 복부인

D 생애설계관
D-01 DB손해보험

D-02 삼성금융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D-03 한화생명

D-04 교보생명

D-05 현대해상화재보험

D-06 메리츠화재

D-07 매일경제생애설계센터

E 스마트금융관
E-01 카카오뱅크

E-02 토스

E-03 케이뱅크

E-04 8퍼센트

E-05 스파이더킴

E-06 인포플러스

E-07 빗썸 트레이더

E-08 모두한

E-09 파운트

E-10 머니스테이션

E-11 위밋플레이스

E-12 뱅크신호등

E-13 빗썸

E-14 업비트

E-15  메가존클라우드

E-16 금융보안원

E-17 블리츠

E-18 집집부동산중개

E-19 올링크

E-20 집현전

E-21 증권플러스 비상장

E-22 엘핀

E-23 크래블

E-24 카사

E-25 SSEM

E-26 킹콩마이닝

E-27 서치스

E-28 올라핀테크

E-29 인슈로보

E-30 지엠씨 랩스

F 창업 · 특별관

F-01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신문, MBN, 매일경제TV, 매경비즈

F-02 제너시스비비큐

F-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F-04 팜모닝

F-05 마이띵스

F-06 코리아팜

G 부대행사관
G-01 아트재테크 - 갤러리K 아트노믹스

G-02 와인재테크 - 비노테카
레뱅드매일, CSR, 하이트진로, 비노킴즈

G-03 매경출판

G-04 교보문고

G-05 금·은재테크 - 한국은거래소

G-06 경품수령처

G-07 금·은재테크 - 대성금속(주)

대한민국 1등 경제신문 매일경제에서 인정받은  
금융, 증권, 부동산, 보험, 은퇴  
투자유치 희망기업 120개사 250부스 규모 참가   2022 
서울머니쇼

SE  UL 
M  NEY 
SH W

* 관 구성은 주최사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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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eoul Money Show Review 
2021 서울머니쇼 돌아보기

구 분
1일차, 5월 12일(수) 2일차, 5월 13일(목) 3일차, 5월 14일(금)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세미나실 3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세미나실 3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세미나실 3

10:00 ~ 10:30

10:30 ~ 11:00
A1 E1 [M-트렌드] G1 [M-프리미엄] I1 [M-트렌드]

개막식

리얼 부자를 꿈꾸는 엄마들의
경제 독립 프로젝트!
소사장소피아 박혜정 
맡김프로젝트 대표
이지영 

리치맘스쿨 대표 [진행]

매경 부동산부 기자의 비밀노트
<안갯속 부동산! 2021 하반기 및

2022 부동산 전망>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손동우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기자 [진행] 

투자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Gold, Silver 투자의 모든 것>

염명훈 키움증권 이사11:00 ~ 11:30
A2 [M-글로벌] D1 [M-글로벌] F1 [M-부동산] H1 [M-절세]

글로벌 경제에서 가치를 찾아라.
2021년 하반기 글로벌 시장 전망

스티브 브라이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최고 투자전략가

블록체인! 돈의 판도가 바뀐다!
미래의 富, 가상화폐를 준비하라.

데이비드 리 
싱가포르대학교 교수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핀테크협회 회장
권혁준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지금 못사면 10년 후에도 후회!
부동산으로 버는 사람은 알고, 
잃는 사람은 모르는 것!
훨훨 박성혜 입지분석전문가

강해진 규제에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확 바뀐 부동산 세금 대비법

제네시스박 박민수 
더스마트 컴퍼니 대표

11:30 ~ 12:00
C1 [M-주식]

길잃은 2030, 불안한 주린이의 
자신감을 키우는 

한국 반·미국 반 투자전략
린지 김신아 프리덤플래닝 대표

12:00 ~ 12:30
B1 [M-부동산] I2 [M-창업]

살기 좋고, 사기 좋은 
2021년도 슈퍼부동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월 매출 5천만원 셀러가 말하는
스/스/로 성공하는 법
<*스/스/ : 스마트스토어> 
유정햇살 황유정 유투버

12:30 ~ 13:00
A3 [M-트렌드] E2 [M-주식] F2 [M-프리미엄] G2 [M-부동산] H2 [M-주식]

변화를 이끌 20가지 트렌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라!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번엔 이 종목!
매경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의

2021 대한민국 하반기 전망
[유통·생활소비재], 
[반도체], [에너지·건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위원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서장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첨단농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AI농업으로 부자 되는 법> 
민승규 국립한경대학교 석좌교수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부장/농업전문기자 [진행]

적중률 100%, 
이상우 사장이 말하는

올 하반기 이 곳에 주목하라!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해외주식 안하는 부자는 없다!
부의 레벨을 바꾸는 
미국주식·중국주식

돈이되는투자 정주용 
비전크리에이터 대표
김프로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진행]

13:00 ~ 13:30
C2 [M-창업] D2 [M-트렌드]

코로나 시대 창업전략 
끈질기게 살아남는 공유경제와 

창업성공비법

최영 
공유주방1번가 대표이사

이홍구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소장 [진행]

부동산+주식 더블마스터 투자전, 
우리는 무엇에, 
어떻게 투자할까.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

13:30 ~ 14:00
B2 [M-부동산] I3 [M-부동산]

부동산+절세 고민상담소, 
부동산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시네케라 민경남 
KN 프로퍼티즈 대표

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이사
놀부 정형근 

놀라운 부동산 대표이사 [진행]

지금도 투자할 곳은 있다!
정부규제 틈새 부동산 경매공략법

쿵쿵나리쌤 이선미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

14:00 ~ 14:30
A4 [M-프리미엄] F3 [M-트렌드] G3 [M-트렌드]

매경 증권부 부장의 비밀노트
<포스트코로나시대,  

산업계  빅뱅과 주식 투자전략>
이민아 대신증권 책임연구원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오린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수석연구원
김기철 매일경제신문 증권부 부장 [진행]  

달라진 금융환경,
내 자산을 지키며 꾸준히 수익 내는 
투자전략! AI(인공지능) 투자솔루션

김영빈 파운트 대표

조기 은퇴 후, 
일하지 않고도 자산가가 된 

K-파이어족의 재테크
대퐈 신현정 K-FIRE_더나은삶연구소 연구원 
퐈마 신영주 K-FIRE_더나은삶연구소 연구원

14:30 ~ 15:00
E3 [M-부동산] H3 [M-주식]

아임해피×부룡×월천대사
투자가치를 알아보는 

대한민국 부동산 파이널 투자전략
부룡 신현강 부와 지식의 배움터 대표
아임해피 정지영 아이원 대표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 [진행]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좋은 주식을 고르는 TIP과 증시전망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

15:00 ~ 15:30
C3 [M-라이프플랜] D3 [M-주식] I4 [M-트렌드]

수명 100만 시간, 연금과 투자로 
평안한 노후 준비하기

김경록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대표

2021 대한민국
금융문맹 탈출과 경제독립운동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주식에 지친 당신을 위한
그림투자 '아트테크'

한혜미 
갤러리K 아트노믹스 아트딜러

15:30 ~ 16:00
B3 [M-주식] F4 [M-절세] G4 [M-부동산]

2021년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경제적 생존을 위한 투자해법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해외주식팀장

국세청 경력 32년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절세전략
<가상화폐&주식 편>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멀리 보고 투자하라!
강남부자의 미래가치 안목 키우기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16:00 ~ 16:30
A5 [M-부동산] H4 [M-트렌드]

2030년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속, 
존재감 있는 파워 아파트 찾기

빠숑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월급쟁이 투자자를 위한 현실적 해답!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꼼꼼한 투자 로드맵
박곰희 박동호 유투버

16:30 ~ 17:00
C4 [M-트렌드] D4 [M-부동산] E4 [M-주식]

덜 쓰고 더 벌자!
리얼 짠순이가 돈을 모으는 방법!

김짠부 김지은 
조이컴퍼니 대표

달라지는 핵심! 
대한민국 재건축·재개발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최고 국제투자전문가 명품 노하우
부의 추월차선에 오르기 위한 

진짜 주식 찾기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추동훈 매일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진행]

17:00 ~ 17:30
B4 [M-부동산] F5 [M-라이프플랜]

17시 마감
대한민국 부동산 격동의 시대! 

시장 대응전략 짜기
조현철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저자
김경기 MBN 부동산부 기자 [진행]

1세대 노후설계전문가가 말하는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노후설계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17:30 ~ 18:00

  라이브 재테크 세미나
전체 세미나

37개
강사진

59명
세미나 사전등록자

42,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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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Details 2022
2022 서울머니쇼 참가안내

구분 항목 금액(VAT 별도) 납입기간

참가비 납입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신청 등록 후 1주일 내 

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2022. 4. 8(금) 까지

구분 항목 금액(VAT 별도) 비고 

참가비 기본부스 350만 원 기본 장치 포함 전시면적 + 조립부스제공

구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납입계좌 하나은행 (주)스타비스코리아 343-890011-73305

2022년 4월 8일(금)까지 서울머니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www.seoulmoneyshow.com) 

참가신청 접수
홈페이지 접수 마감 

2022. 4. 8(금)

참가비 계약금 납입
참가신청 후 1주일 내 계약금 
(참가비의 50%) 납부

참가비 잔금 납부
참가비 잔금 납부 마감 

2022. 4. 8(금)

서울머니쇼는 독립부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본부스 신청만 가능)

접수기간 부스안내

신청방법

비용안내

※ 1부스 : 3 × 5(15sqm)
※  1부스 당 제공내역 : 기본부스(부스벽체), 국/영문 상호간판, 전기(1kW), Spot Light(3EA),  
안내데스크/의자(1조), 상담석(1조), 파이텍스

참고  
사항

A타입_1면 오픈
3M(W) × 5M(D) × 3.5M(H)

A타입_3면 오픈
10M(W) × 6M(D) × 3.85M(H)

A타입_1면 오픈
6M(W) × 5M(D) × 3.5M(H)

A타입_2면 오픈
6M(W) × 5M(D) × 3.5M(H)

B타입_3면 오픈
10M(W) × 3M(D) × 3.5M(H)

A타입_2면 오픈
3M(W) × 5M(D) × 3.5M(H)

A타입_4면 오픈
10M(W) × 6M(D) × 3.85M(H)

1 부스

2 부스

4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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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는 부스 수 외, 부스타입·위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스타입과 위치는 최종 부스배치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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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문의

2022서울머니쇼 사무국  l  (주)스타비스코리아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701호

TEL 070-4099-1616  l  FAX 02-785-1042  l  EMAIL money2@seoulmoneyshow.com
www.seoulmoneyshow.com

SE  UL 
M  NEY 
SH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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