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나은, 그리고 더 오래도록> 

Better, Longer

우리는 수많은 물건과 마주합니다.

일상에 필요한 물건, 나를 표현하는 물건 등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더 나은 과정과 결과를 고려하며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우리에게 물건의 새로운 가능성과 전에 없던 쓰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언유즈얼 굿즈 페어에 참여하는

소규모 생산자들은 굿즈를 제작하는 '제작자'이자 '기획자'입니다.

그들의 손에서 시작하는 사려 깊은 과정과 결과는 

흔치 않은 경험을 목적으로 합니다.  

언유즈얼 굿즈 페어2022에서는

더 나은 과정을 거쳐 

더 오래 쓸 수 있는 굿즈를 제안합니다



인사동
아라아트센터

170개사 참가

10,000명 이상의 참관객
500명 이상의 바이어

2022.9.23(금) - 25(일)

행사명   UNUSUAL GOODS FAIR 언유주얼 굿즈 페어

장   소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ARA ART CENTER

주   최    사단법인 일상예술창작센터



먹거리 29팀 
까페테리아

공예·아트
19팀 

지하1층

지상1층

환경·재료
32팀 

지상2층

서적·음반·체험 등
프리부스 41팀 

지상4층

판촉물·제작
49팀 

지상3층



2014년부터 매 년 개최한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로부터

출발하여   



기발한 상상력으로 
영감을 불러일으킬
언유주얼 굿즈 페어를
2022년에 새롭게 런칭합니다.

*2020년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참가기업 중 
[스위스_바나나텍스] 의 바나나잎 섬유 가방



맞춤형 상품제안

새로운 고객발굴

소규모 생산자지원

필환경 아이템개발

창의적인 소규모 생산자(공예·창작자)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WHY



Goal

UGF는 우리의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환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획일적인 물건보다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소규모생산자들의 
활동을 지지하며 차별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고 불편함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생산-유통-소비-사용-폐기-
재활용이 되기까지
우리가 책임져야하는 것들을 
소규모생산자들과 함께 찾고 
고민합니다.

Together-Next

UGF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기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재료들로 행사장을 구성합니다. 



EXHIBITOR 
APPLICATION

참가신청 기간
2022.4.8(금) - 2022. 7.22(금)

온라인 참가신청 및 참가규정 확인
1

2

3

4

참가신청 심사 (7일이내 소요)

승인메일 확인 후 계약금으로 
총 부스비 50% 납입

지정된 납부일까지 부스비 
잔금 50% 납부완료  



라이프    홈·테이블웨어    인테리어     가구     의료·건강

뷰티     의류·패션    아트·오브제     취미·DIY

반려동물     사무용품    친환경제품     답례품·기프트 

재료·도구     스마트용품       

Category

- 행사장 내 참가자를 비롯한 참관객의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최대한 줄여봐요. 

-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최소화 해주세요. 
  생분해가 가능한 대체재의 사용을 권장 합니다.
 
- 먹거리 참가자는 현장에서 섭취 가능한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페어 기간 내 다회용 용기를 렌탈하는 방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약속

- 행사장 내 참가자를 비롯한 참관객의 일회용기 사용을 제한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 최대한 줄여봐요. 

-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등의 사용을 최소화 해주세요. 
  생분해가 가능한 대체재의 사용을 권장 합니다.
 
- 먹거리 참가자는 현장에서 섭취 가능한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페어 기간 내 다회용 용기를 렌탈하는 방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ooth Type

목공A
1200 x 1200 x (h)2400 (V형)

510,000 (VAT미포함)

프리부스
벽체없음

바닥사이즈 1500 X 1500

목공B
3000 x 1000 x (h)2400 

990,000 (VAT미포함)

공통 제공사항

- 작가(상호) 명판

- 데스크 1 

- 의자 1

- 전기콘센트 2구

- 테이블보

02-325-9954
unusualgoodsfair@gmail.com
instagram.com/ugf.official

목공D
2000 x 1000 x (h)2400

660,000 (VAT미포함)

먹거리D
2000 x 1000 x (h)2400 

660,000 (VAT미포함)

참가신청하기

https://ugf.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