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SSION & FASHION BUSAN
2021 패패부산

참가신청 안내

패패부산은 올해 28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국제신발섬유전의 새로운 이름으로 신발, 

산업용섬유, 패션의류 관련 최신제품과 기술,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볼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회입니다.

참가기업에는 국내외 유력바이어와의 맞춤형 상담회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확대와 최신 정보교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디자인경진대회 및 텍스타일 공모전, 학술대회 및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되는 2021 패패부산에 많은 관심과 참가바랍니다.

세부 전시회명 전시품목

부산국제신발전 신발, 원부자재, 생활스포츠, 패션, 기계 및 장비, 기타

부산국제산업용섬유소재전 수송용 섬유, 해양용 섬유, 의료용 섬유, 보호용 섬유, 스포츠ㆍ레저용 섬유, 환경용 섬유, 기타 제품 

부산국제섬유패션전 패션브랜드, 원사, 직물, 니트, 부자재, 패션의류 및 액세사리, DTP, 기계류 등

전시품목

참가절차

참가비 및 부스안내

구분 조립부스 독립부스

부스당 면적 9㎡ (가로3m*세로3m*높이2.5m) 9㎡ (가로3m*세로3m)

참가비/부스 1,500,000원(세금 별도) 1,000,000원(세금 별도)

제공 내역
상호간판, 조명, 안내데스크, 바닥 파이텍스,

전기 1kw, 전기콘센트 2구 1개

면적만 제공

•참가업체가 독자적으로 장치 시공

•부스 장치비 등은 참가업체 부담

부스 시안

비고 주관사측에서 통일된 형태의 부스 제공

•최소 4부스 이상 신청 가능

•참가업체는 설계도면을 주관사에 제출하여 

주관사의 허가 후 시공

<신발전/산업용섬유전> <섬유패션전>

※ 부스사양 및 제공사항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이메일 발송 또는 팩스 신청

- 신청마감 : 2021. 9. 24.(금)까지

부스 배정

-  부스규모, 전시품목, 신청순서 등을 고려하여

신청 마감 후 주관사 측에서 임의로 일괄 배정

참가비 납부 안내

-  계약금(참가비 50%)을 참가신청 시 납부하고, 잔금(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은 2021. 9. 24.(금)까지 납부

※ 참가비 입금 시 참가신청서상 동일한 회사명으로 입금

- 계좌번호

세부 행사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국제신발전 부산은행 113-2014-5568-06 (재)신발산업진흥센터 박기식

부산국제산업용섬유소재전 부산은행 101-2062-8972-01 (사)한국산업용섬유협회

부산국제섬유패션전 부산은행 113-2011-8680-01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패패부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 사의 브랜드 홍보와 판로개척에 힘이 되겠습니다.

1. 국내 유일의 패션 종합 전시회!

신발, 산업용섬유, 섬유패션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패션 종합 전시회로, 최신 패션 트렌드와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유력 바이어와의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국내 대형 브랜드, 수출벤더, 백화점 등 유통관계자 및 글로벌 유력 바이어 초청 등을 통한 참가업체와 

바이어간 상담회가 개최됩니다.

3. 대·중·소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의 장 조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영업손실 만회와 기업들이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대·중·소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을 조성합니다.

4.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전시회 구현

수요자 중심의 최신 트렌드와 신기술이 반영된 제품 전시 및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세부전시회 및 부대행사

•전문관별 맞춤형 수주상담회

•대한민국전통의상 공모대제전

•부산텍스타일 디자인대전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부산국제

섬유패션전

•BITE 포럼

•제품구매상담회

• 한국섬유공학회 및 

한국염색가공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국제

산업용

섬유소재전

부산

국제신발전

•글로벌 신발바이어 수출대전

•국제첨단신발기능경진대회

•신발브랜드 판매대전

•한국신발디자인페어 등

왜 패패부산인가?

- 행사명 : 2021 패패부산

- 기간 : 2021. 10.28(목) - 10.30(토)

- 장소 : 벡스코 제1전시장

- 규모 : 250개사 600부스(예상)

- 주최 : 부산광역시

- 주관 :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용섬유협회,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행사 개요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계약금 납부 잔금 납부 필수서류 제출 전시회 참가

￦

￦

OPEN

*부산패션디자인경진대회/부산컬렉션



www.fashionbusan.co.kr

2021 패패부산 사무국

2021. 10. 28.(목) - 30.(토)

벡스코 제1전시장

골프존, 금강제화, 나이키코리아, 논노, 대림코퍼레이션, 데상트코리아, 롯데백화점, 롯데아이몰, 밀레, 블랙야크, 

세정, 신세계몰, 아디다스코리아, 영원아웃도어, 영풍제화, 올리비아로렌, 이랜드, 인터파크, 정산, 중고나라, 

창신INC, 칸투칸, 캠프라인, 코오롱fnc, 코오롱패션머티리얼, 콜핑, 태광, 태광실업, 파크랜드, 포스코, 하프클럽, 

학산,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형지, 헨켈코리아, 화승, 화승케미칼, 11번가, AK몰, AK PLAZA, CJ오쇼핑, FILA, 

K2, LF몰 등

(가나다 순)
주요 참관객 (기업)

전시회 전경

총괄 주관 벡스코

Tel : 051-740-7468 / Fax : 051-740-3404

Email : leewg@bexco.co.kr

신발전 주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Tel : 051-979-1886 / Fax : 051-979-1729

Email : chojy@shoenet.org

산업용섬유전 주관 한국산업용섬유협회

Tel : 051-510-7625 / Fax : 051-512-8175

Email : bite@katti.or.kr

섬유패션전 주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Tel : 051-744-6321 / Fax : 051-744-6320

Email : btfa@fashioncity.or.kr

부산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주관

부산패션섬유산업사업협동조합

Tel : 051-744-6162 / Fax : 051-744-6164

Email : bftc6162@hanmail.net

참가업체구분

294개사

169개사(패션마켓)

2019년

2020년

국내외바이어 구매상담 참관객

190백만불(666건)

26백만불(263건)

31,704명

5,183명

419명

105명

개최 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