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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2021 서울머니쇼(Seoul Money Show 2021)

기 간 2021년 5월 12일(수)~14일(금)

장 소 서울 코엑스 Hall B

규 모 120개사 250부스 / 7,589㎡

주 최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TV

주 관 스타비스코리아

전시품목 금융, 증권, 부동산, 보험, 은퇴, 창업, 투자유치 희망기업, 기타 재테크 관련업체 등

참 관 객 재테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약 4만 명

Show Overview
2021 서울머니쇼 개요

WHY Seoul Money Show?
왜 서울머니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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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최사 참가업체 규모 참관객 규모 진행 회차

2019 서울머니쇼 (주)매일경제 120개 사 250개 부스 4만명 10회

재테크 박람회 A A사 38개 사 99개 부스 1만 8천여 명 7회

재테크 박람회 B B사 50여개 사 100여 부스 집계없음 3회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머니쇼는 10년간 약 35만명이 관람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박람회입니다. 서울머니쇼는 
5대 금융사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2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재테크를 위해 매년 4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합니다. 

 4만명 참관객에게 선보이는 ‘비즈니스 기회의 장’

서울머니쇼는 기업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개인에게는 재테크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적화된 박람회입니다. 서울머니쇼는 금융·부동산 
기업이나 창업관련 회사 등이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재테크와 상품정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대1 상담을 통해 우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을 마련합니다.

WHO VISIT?
누가 방문하나요?

재테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약 4만 명
· 자산관리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고민되는 재테크 초보자

· 직장 생활이 바빠서 재테크 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

· 알뜰하게 생활비 관리하며 재테크 하고 싶은 현명한 주부님

· 올해의 재테크 트렌드를 한눈에 알아보고 싶은 금융 종사자

· 안전한 투자로 천천히 자산증식하고 싶은 자산가 

· 빨라지는 은퇴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예비은퇴자

전시회 참가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68.9%

31.1%

0.0%

전시회 재참가  
의사

재참가

미정

불참

71.7%

28.3%

0.0%

신규 고객 발굴  
도움 여부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59.7%

37.1%

4.8%

 *2019 서울머니쇼 참가업체 설문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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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개최 기준 / 2020 서울머니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최

2021 서울머니쇼  |  54  |  Seoul Money Show 2021



Review Seoul Money Show
서울머니쇼 돌아보기

기간 2019년 5월 16일(목) ~ 5월 18일(토)

규모 7,589m2

장소 서울 코엑스 Hall B

주최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TV

참가업체 수 120개사 250부스

참관객 수 40,000명

금융관
제1금융권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금융 및 재테크 컨설팅,  
신용카드사, 캐피탈회사, 신용평가회사, 금융보조기관 등

증권관 증권회사, 신탁회사, 자산운용사, 주식거래 플랫폼

부동산관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  ICT 스마트 인프라 등

생애설계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인슈어테크, 생애설계상담 관련 기관

디지털금융관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자산관리플랫폼,  
P2P, 가상화폐, 온라인결제 관련 기업

창업·특별관
비외식 및 외식 부문 프랜차이즈, 은퇴설계,  
귀농귀촌, 금투자/은투자 관련플랫폼

  2019 서울머니쇼  
행사개요

  2019 서울머니쇼 부스배치도

 관별 참가기업 분류

※  2020 서울머니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세미나실 2

G-04

세미나실 1

G-03
G-07

휴게존

G-02

G-01
G-06

G-05

D-10 D-05 B-01 B-02 B-03 B-04 C-07

D-09
C-06

D-08
D-04 D-02 D-03

B-06 B-08 B-10 C-17 C-14 C-11

D-07
B-05 B-07 B-09

C-16 C-13 C-10
C-05

D-06 E-04 E-05 D-01 C-15 C-12 C-09

F-05
C-04

F-04 E-02 E-03 E-06 A-11 A-12 A-15
A-19 C-08

A-17 A-18 C-03
F-03 F-07 E-01

A-06 A-07
A-09

A-10 A-13 A-14

F-02
F-06 A-08 A-16

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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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관

A-01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우리카드

A-02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생명보험

A-03
NH농협금융
NH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A-04
하나금융그룹
KEB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캐피탈, 하나생명, 하나저축은행

A-05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A-06 한국자산관리공사

A-07 한국주택금융공사

A-08 서민금융진흥원

A-09 신용회복위원회

A-10 DGB금융그룹

A-11 SGI서울보증

A-12 BNK부산은행, BNK캐피탈

A-13 MG새마을금고

A-14 우체국예금보험

A-15 예금보험공사

A-16 IBK기업은행

A-17 Sh수협은행

A-18 SC제일은행

A-19 국민연금공단

금융 4차산업 혁명관
C-01 카카오뱅크

C-02 케이뱅크

C-03 토스

C-04 8퍼센트

C-05 헬로펀딩

C-06 맵플러스

C-07 굿리치

C-08 칵테일펀딩

C-09 뱅큐

C-10 위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C-11 파운트 

C-12 신한은행 (SOL Rich)

C-13 NH농협금융  
(올원뱅크, 모바일증권나무)

C-14 IBK기업은행 (IBK 큐브)

C-15 KB국민은행 (리브똑똑, 리브온)

C-16 KEB하나은행  
(Hana 1Q bank, 하나알리미)

C-17 우리은행

생애설계관

B-01 DB금융네트워크
DB손해보험, DB생명, DB금융투자, DB저축은행

B-02 한화생명보험(주)

B-03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B-04 삼성금융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B-05 미래에셋생명

B-06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B-07 푸르덴셜생명보험(주)

B-08 (사)한국에프피에스비

B-09 현대해상화재보험

B-10 피플라이프

부동산관

D-01 스마트하우스

D-02 서울주택도시공사

D-03 한국토지주택공사

D-04 (주)우영도시건설

D-05 한화큐셀

D-06 한국재산보호원

D-07 (주)성지아이디 

D-08 스톤 엘리시온 역삼

D-09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

D-10 (주)수목건축

증권관

E-01 한국거래소

E-02 미래에셋대우

E-03 한국투자증권

E-04 베어링자산운용

E-05 현대차증권

E-06 NICE평가정보

창업 · 특별관

F-01 매경미디어그룹
매일경제신문, 매일경제TV, MBN

F-02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F-03 토프레소

F-0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F-05 2019 부산머니쇼

F-06 한국조폐공사(KOMSCO), 투데이(주)

F-07 KDB NextRound

부대행사관

G-01 와디즈

G-02 에이넥스 코리아

G-03 서울머니 경품수령처

G-04 토프레소 (카페테리아)

G-05 매경출판 생각정거장

G-06 교보문고

G-07 생애설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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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Seoul Money Show
서울머니쇼 돌아보기

 2020 서울머니쇼 세미나

구 분
1일차 (9월 03일, 목) 2일차 (9월 04일, 금) 3일차 (9월 0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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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M-신재테크] G1 [M-트렌드] I1 [M-절세]

개막식
잠자는 토지의 잠을 깨워라!
안정적인 태양광 재테크 전략
최재호 | 한화큐셀 팀장

맨손으로 억대 자산을 만든 경제멘토, 가장 
빠르게 10억 만드는 돈공부
이지영 | 뉴리치 연구소 대표

직장인을 위한 합법적 절세!
돈이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김종필 | 세무사 김종필 사무소 세무사11:00 ~ 11:30

A2 [M-프리미엄] D1 [M-프리미엄] E1 [M-트렌드] H1 [M-주식]

글로벌 팬데믹 시대, 
2021 경제전망과 투자전략

알렉시스 칼라 | 스탠다드차타드그룹 글로벌 
투자전략/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총괄 대표

매경 부동산 전문기자의 비밀노트
<2020 하반기 집값 전망과 

재테크 전략>
손동우 |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기자 

[진행] 
안명숙 |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 소장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카르페디엠(Carpe diem)의 
특별한 재테크 노트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노하우’
카르페디엠 김은정 | 제이엠그루 대표이사

돈이 일하게 하라!
주식 전도사 존리 대표의 
부자되는 습관 

존 리 |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11:30 ~ 12:00

C1 [M-라이프플랜]

슬기로운 노후생활! 
100세 시대 이렇게 준비하자!
최성재 | 한국생애설계협회 회장12:00 ~ 12:30

B1 [M-절세] F2 [M-취업스쿨] G2 [M-부동산] I2 [M-트렌드]

부동산 규제에서 
세금 모르면 남는 게 없다!
‘2020 부동산 절세 공식’

제네시스박 박민수 |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나도 곧 금융인이다! 
금융권 취업준비백서

[취준생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은행편]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김경기 전문기자와 재야고수 부룡의 2020 
대한민국 부동산 솔루션!
김경기 | MBN 기자 [진행] 

부룡 신현강 | 부와 지식의 배움터(부지런) 대표 

재테크 하는 언니가 들려주는 
2030 신혼부부 경제독립 프로젝트

구채희 | 작가12:30 ~ 13:00
A3 [M-프리미엄] E2 [M-절세] H2 [M-주식]

매경 증권부 차장의 비밀노트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산업계 변화와 투자전략>

김기철 | 매일경제신문 증권부 차장 [진행] 
김준성 | 메리츠증권 파트장
안재민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박종대 | 하나금융투자 팀장

월천대사×아임해피×미네르바올빼미
MONEY&TALK

01. 헷갈리는 청약제도 쉽게 이해하기
02. 우리집 부동산 절세법!

월천대사 이주현 | 월천재테크 대표 [진행]
아임해피 정지영 | 아이원 대표

 미네르바올빼미 김호용 | 미르진택스 대표이사

대한민국 절대 개미들의 노하우!
주식시장에서 투자의 큰 흐름 보는 법

남석관 | 베스트 인컴 대표
이주영 | IP경제교육센터

13:00 ~ 13:30
C2 [M-창업] D2 [M-주식]

배달시장의 황금기, 
코로나에도 끄떡없는 배달창업으로 

제 2의 인생 만들기!
송석화 | 제너시스 BBQ 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매경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2020 대한민국 하반기에 주목하다! 

최도연 |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서장 [반도체] 
김진우 |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 [자동차·수소] 
구완성 |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 [제약·바이오] 

13:30 ~ 14:00
B2 [M-부동산] G3 [M-트렌드] I3 [M-신재테크]

2020 하반기 경기예측 및 
슈퍼부동산 맞춤형 전략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투자고수전!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동산할까? VS 주식할까?
홍춘욱 | EAR리서치 대표 [진행] 

윤지호 |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센터장 
[주식] 

민경남 | KN 프로퍼티즈 대표 [부동산]

국내투자의 한계,
ETF로 투자하는 글로벌 마켓!
[맵플러스×한화자산운용]

남용수 | 한화자산운용 ETF운용팀장
14:00 ~ 14:30

F3 [M-신재테크]

빛나는 안전자산 “금”에 투자하라! 
KRX금시장 돋보기
염명훈 | 키움증권 부장14:30 ~ 15:00

A4 [M-트렌드] C3 [M-부동산] E3 [M-창업] H3 [M-부동산]

경제 읽어 주는 남자의 
2021 대한민국 경제전망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노후된 작은 빌딩하나, 
큰 빌딩 부럽지 않다!

‘지금은 빌딩 가치투자시대!’
김윤수 | 빌사남 대표

코로나시대의 창업이 변하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창업 성공스토리&비법

이홍구 |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소장
고석현 | 고씨네푸드 대표이사

부동산, 이제는 누구나 빅데이터로 본다 ‘집 
값 오를까 내릴까’

리치톡톡 김기원 | 데이터노우즈 대표15:00 ~ 15:30
B3 [M-프리미엄] D3 [M-부동산] I4 [M-신재테크]

미래농업으로 돈버는 방법, 
이제는 스마트팜 이다

정혁훈 | 매일경제신문 부장/농업전문기자 [진행] 
송남근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장

강대현 | 팜에이트 대표

쿵쿵나리쌤×풀하우스의 
발로 뛰는 부동산 경매실전투자!

[건물×토지]

쿵쿵나리쌤 이선미 | 행복재테크 칼럼니스트
풀하우스 서상하 | 블루인사이트 본부장 

금융위기시대, 현물투자자산에 
눈을 돌려라 [ 금, 은(불리온) 등 ]
전민재 | 투데이주식회사 대표15:30 ~ 16:00

F4 [M-트렌드] G4 [M-부동산]

어서와, 경제는 처음이지?
어린이 경제교실(초등 고학년대상)
김주연 | 매경어린이경제교실 연구원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하나? 
나만 모르는 알짜 부동산 투자 및 경매

고준석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16:00 ~ 16:30
A5 [M-부동산] C4 [M-절세] H4 [M-트렌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
‘입지 좋은 새 아파트를 찾아라!’
빠숑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100억 자산가들의 
특별 상속 및 절세전략
‘원셈의 프리미엄 절세교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돈의 맛을 느껴라!
2030들을 위한 돈(Money)봄교실

돈쌤 정현두 | 미래에셋 금융서비스 서초지사장16:30 ~ 17:00
E4 [M-주식]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이 투자 기회다! 

주식농부의 시장 전망과 전략!
박영옥 | 스마트인컴 대표이사

17:00 ~ 17:30
B4 [M-주식] D4 [M-부동산] F5 [M-트렌드]

17시 마감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주식시장, 
경제적 생존을 위한 투자전략
박석중 | 신한금융투자 글로벌전략

/해외주식 팀장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10년을 바라보라!’

이슈 분석 및 시장 전망
박합수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꿈이 있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표 경제교육

『돈을 아는 아이는 꾸는 꿈이 다르다』
성유미 | 깨비드림커뮤니티 대표

17:30 ~ 18:00

 2020 온라인 서울머니쇼

사전등록 인원 

43,236명
평균 시청자수 

4,765명
최고 시청자수 

5,243명

※  2020 서울머니쇼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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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Details 2021
2021 서울머니쇼 참가안내

구분 항목 금액(VAT 별도) 납입기간

참가비 납입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신청서 제출 후 1주일 내 

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2021년 4월 9일(금)

구분 항목 금액(VAT 별도) 비고 

참가비 기본부스 350만 원 전시면적 + 기본조립부스제공, 1부스 기준 : 3m×5m(15㎡) 

구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납입계좌 하나은행 (주)스타비스코리아 343-890011-73305

 2021년 4월 9일(금) 까지 선착순 접수마감 

서울머니쇼 홈페이지 
(www.soeulmoneyshow.com) 

참가신청접수

참가신청  
완료 후 1주일 내  
계약금 

(참가비의 50%) 
납부

2021년  
4월 9일(금) 까지 
참가비 잔금  
납부

기본부스 신청만 가능(※ 독립부스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접수 기한  부스 안내

  신청 방법

  비용 안내

-  1부스당 제공내역 :  기본부스(부스벽체), 국/영문 상호간판, 전기(1kW), Spot Light(3EA),  
안내데스크/의자(1조), 상담석(1조), 파이텍스

- 참가업체는 부스 수 외, 부스타입·위치는 선택할 수 없으며 최종 부스배치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참고사항

A타입 <1면 오픈>
3M(W) × 5M(D) × 3.5M(H)

A타입 <3면 오픈>
10M(W) × 6M(D) × 3.8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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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M(H)

1 부스

2 부스

4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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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문의처

2021 서울머니쇼 사무국 _ (주)스타비스코리아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701호 

T. 02-780-1041  /  E. money2@seoulmoneyshow.com
www.seoulmoneyshow.com

주최 : 매일경제, MBN, 매일경제TV

SE UL 
M NEY 
SH W

2021 서울머니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