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사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부산브랜드페스타가 함께합니다

2020. 6. 26(금) - 28(일) BEXCO 제1전시장 1홀

함께사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부산브랜드페스타가 함께합니다



함께사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부산브랜드페스타가 함께합니다

입금계좌

접수 및 문의사항

부산브랜드페스타 사무국 

TEL 051-740-7406/7546   |   FAX 051-740-7559   |   Email Info_bbf@naver.com / bbf@bexco.co.kr 

Facebook  https://www.facebook.com/busanbrandfesta/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busan_brandfesta/

Website www.bbf.show / www.busanbrandfesta.kr   |   Kakaotalk ID 부산브랜드페스타

신청기간 및
비용

VAT별도

※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Info_bbf@naver.com) 접수참가 안내 

금액 기한 납부처

부산은행 101-2056-0238-09 (주)벡스코유틸리티 추가비용 인보이스 발행 후 즉시납부

1. 참가신청서 제출

대         상 |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상공인 업체 

모집 기간 | 2020. 6. 17.(수) 12:00까지 ※ 선착순 등록마감

참가 방법 | 홈페이지(busanbrandfesta.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info_bbf@naver.com)

참가 비용 | 무료 - 단 조립부스 1부스, 독립부스 6부스 이내 신청가능  [독립부스 : 참가업체에서 부스 자체 시공] 

                   (독립부스 60만원 / 조립부스 80만원  > 중·소상공인을 위한 공공기관 및 대기업 후원금 전액 매칭 지원)

                   ※기본제공 시설 이외 부대시설사용료(전기, 인터넷, 급배수, 압축공기 등)는 업체부담

참가 혜택 | SNS 콘텐츠 제작 및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 진행

문  의  처 | 부산브랜드페스타사무국 (051-740-7406~7/7546)

※선착순 등록이므로 부스 사전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비 납부 3. 신청 완료

독립부스 조립부스

3m 3m

제공사항  |
전시공간만 제공
(부스당3mX3m)
※최소 신청 규모 : 2부스 이상

제공사항  |
부스 시공(3mX3m), 전기 1Kw,
안내데스크 1, 의자 2  제공

참가비용 : 무료 참가비용 : 무료



부산에 살면서 부산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한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우수한 제품들로 라이프스타일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 부산브랜드페스타에서 제공합니다.

부산브랜드페스타 2020

WHY
부산브랜드
페스타?

전시 개요

부산 우수 브랜드 총망라 ! 
부산 대표 기업 브랜드부터 신생 브랜드까지!
엄선된 부산의 우수한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와 고객만남을 한번에 !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부터 소비자까지 현장 가까이에서 소통 가능!
온/오프라인채널을 통해 프로모션도 이루어집니다.

부산브랜드페스타의 공신력 !
부산시와 함께하는 부산브랜드페스타! 
행사 참여를 통해 브랜드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

행사명

전시기간

행사장소

전시규모

주최기관

주관기관

후원

부산브랜드페스타 2020

2020. 6. 26(금) ~ 28(일)

BEXCO 제1전시장 1홀

120개 업체 150부스 내외 (예정)

부산광역시, 부산 CBS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BNK부산은행, 한국남부발전|주|, 기술보증기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예정)

※ 세부기관 및 추가적인 행사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부 산 에  살 다 ,  부 산 을  사 다



www.bbf.show    |     www.busanbrandfesta.kr

부산 브랜드 
종합 선물 세트!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계이벤트 

부산기업 일자리
매칭 상담회

행운의
럭키박스

2020 부산 공공기관 
지역제품 합동구매상담회

전시 품목

부대행사

식품 | 어묵, 베이커리, 커피/음료, 로컬푸드 등

주류 | 소주, 수제맥주 등 

바이오헬스 | 제약 등

인테리어 | 가구 등 

디지털 | IT, 가전 등 

뷰티 | 화장품, 헤어, 네일 등 

패션 | 의류, 신발 등

아이디어제품 등  

부산의 다양한 소비재 제품을 전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