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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온주  한인  비즈니스  협회( ,  KCBA)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인  사업주들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22년째  전통을  이어가는  저희  EVENT가  올해는  2년여간의  코비드  암흑기를  벗어나는  "위
기극복의  한인행사"로서  그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TD BANK의  오랜  후원으로  오는  8/26-
8/28까지  사흘간  멜라스트먼  광장(5100 YONGE ST.) 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입니다 .

 2001년부터  시작된  캐나다  최대규모의  한인행사인  본  TKF는  그동안  역임해오신  역대  회
장님들과  이사진 ,  운영진들의  희생과  헌신은  물론이고  캐나다  메이저기업들과  한국총영사
관 ,  모국지상사 ,토론토  토착  한인중소기업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 ,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에  이르지  못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의  피와  땀이  녹아들어가  있는  자랑스런  행사입니다 .

이에  힘입어  이제  행사를  허가하는  토론토시청측도  멜라스트먼에서  하는  가장  최대규모의
이벤트라고  인정하였으며  BLOG TO를  비롯한  여러  조사단체에서  "TOP 10 MUST GO,
MUST SEE EVENT" 에  선정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



ABOUT 
THE

EVENT

토론토  한인  축제의  기원

'한가위 '라는  말은  '크다 '는  뜻의  '한 '과  '가운데 '라는  뜻의  '가위 '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8
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 .  또  '가위 '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베짜기)인  '가
배 '에서  유래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틀째  열리고  있는  이전의  한가위  축제는  비한국인들에게  K – CULTURE 을   소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TORONTO KOREAN FESTIVAL"로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

TORONTO KOREAN FESTIVAL 은   올해  처음으로  3일  동안  연장되어  토론토의
최고의  축제중  하나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

비전  

TORONTO KOREAN FESTIVAL 은  K-POP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  캐나다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K -  FOOD / K -  MOVIE AND K -
BEAUTY 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는  본  행사의  정식명칭이  “TORONTO KOREAN FESTIVAL”로  변경  되었으며 ,  
기존  이틀간  진행되던  행사가아닌  3일간  진행되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
다 .  또한  올해  행사는  올해  인류역사상  전무후무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태로  2년간  이
어진  침체  기간  이후  열리는  첫  대면  야외  행사로서의미가  뜻깊은  행사인  만큼  TD 은행과  
주  토론토  총영사관  후원을  통해  역대급  규모로  행사를  추진중입니다 .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K-POP, K-CULTURE, K- FOOD 등이  있으며 ,  특히  올해는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주최하는  한국  최고의  공연을  선보이는  외줄타기  공연팀을  초빙  하며
 (줄타기  보존회  무형  문화재  58호)  및  국립국악원이  한국에서  방문  하여  볼거리를  기획합니
다 .그  외  주말  내내  토론토의  다채로운  다양성을보여주는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기획  
하였으며 ,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지역사회에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의  여러  민족을  걸쳐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화려한  K-POP 문화와노래  경연을  통해  인
기  한국  콘텐츠와  이웃  로컬  커뮤니티의  참여를  총망라함으로써  우리  한인  동포들과
캐나다  현지  주민들이  다  같이  즐기는  진정한  복합문화의  장을  실현할수  있을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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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Event



저렴함  

효과가 뛰어남

브랜드 인지도 상승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

소상공인 
광고 혜택

LED Video Wall Advertisement

*Render Image 



Video
64.5%

Image
25.8%

Text 
9.7%

영상광고는  다른 전통적인 광고 형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인구의 65%가 '시각적 학습자'로 분류
되며, 우리 뇌가 처리하는 모든 정보의 90%가 시각

적인 학습자로 간주됩니다.
 

비디오 광고를 활용하는 마케팅은 비디오가 아닌 
콘텐츠를 사용하는 마케팅보다  훨씬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49%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영상광고가 다른 전통적 광고보다 
더 뛰어남은 더 이상 놀랄일이 아닌

당연한 결과 입니다. 
 

영상광고
 

2022 TREND
MARKETING

TOOLS



WHO IS IT
FOR?

- 35,000 명의 인파
 

- 온타리오주 내 가장 큰 한인 행사
 

- 한번의 광고로 많은 한인들에게 노출됨
 

- 저렴하며 효과가 확실함
 



TEIR
식당 & 카페 

 

Tier A Tier B Tier C

 
영상길이 제한: 30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50회 이상

 
SNS 업로드 : 10회 이상 

 
 

$1000 
+ 

Coupon Value  $500

$500
+

Coupon Value $500

$500
OR

Coupon Value $500

영상길이 제한: 15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40회 이상
 

SNS 업로드 : 5회 이상 
 
 

영상길이 제한: 10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30회 이상
 

SNS 업로드 : 3회 이상 
 
 



Tier A-1 Tier B-1 Tier C-1

 

$1300 
 

$800 $500

TEIR
전문 서비스 업종

영상길이 제한: 30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50회 이상
 

SNS 업로드 : 10회 이상 
 
 

영상길이 제한: 15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40회 이상
 

SNS 업로드 : 5회 이상 
 
 

영상길이 제한: 10초
 

재생 회수: 3일 행사동안 30회 이상
 

SNS 업로드 : 3회 이상 
 
 



EXAMPLE OF CUOPON VALU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