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통계자료

행사

소개

디자인 문화 도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도시, 

부산으로 진출할 첫걸음을 

부산디자인위크와 함께 하세요!

35.1%

디자인 
활용 비율

108.01%

사업비 
증가 전망

13.3%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12.8%

제품디자인 
활용 분야

지역별 디자인 

활용 비율

부산 35.1%

(서울 41.3%)

2018년 대비 

108.01% 증가 전망

전국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

디자인 수상 및 

출원/등록 경력 중

디자인 상표 등록 

13.3%(서울 4.8%)

디자인 활용 분야 중 

제품디자인 부문

12.8% 높은 수치

(서울 5.2%)

2018년 매출액 대비 

116.46% 증가 전망

전국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

116%

매출액 
증가 전망

116%

매출액 
증가 전망

2021 부산디자인위크에

디자인브랜드를 모집합니다.

부산디자인위크(Busan Design Week)는 디자인 분야의 모든 산업을 아우르는 행사로 

최신 디자인 트렌드 및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유일의 디자인 전문 전시회입니다.

참가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이 창작활동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잠재고객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주는

디자이너들과 기업이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장 

Brand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국내외 디자인 인사이트와 

솔루션 제시의 현장

Design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자 국내외 

디자이너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디자인의 축제

World



행사

개요

카테고리 미디어디자인

IoT 등산업디자인엔터테인먼트

공예제품 서비스디자인패션 그래픽

2021년 첫 개최하는 부산디자인위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콕이 일상화된 우리의 일상을 사회와 연결해 줄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선보입니다. 

디자인으로 생활의 변화를 자극할 디자인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함께 합니다.

부산디자인위크
‘Connected Design’

행사개요 기간 2021년 6월 17일(목) – 20일(일)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주최 (주)디자인하우스, KNN, (재)부산디자인진흥원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부산영어방송재단 

전시구성

Contemporary 
Design

Product 
Design

Sustainable 
Design

Graphic 
Design

디자인, 문화 마케팅을 

선도하는 브랜드 전시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제품디자인 전시

디자인부터 미리 

환경을 생각한 

브랜드 전시

모션, 패키지, 웹,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시



부산국제디자인포럼 
디자이너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산디자인위크에서는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패션 등 창조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인을 대상으로 유명디자이너들을 초빙하여 

글로벌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디자인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제시

부대

행사

부산디자인스팟
부산의 숨겨진 디자인스팟을 소개함으로서 

도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네트워크 축제의 장  

부산 지역 내 편집샵, 갤러리 등 스팟 선정, 

제휴를 통한 상호 홍보 효과 극대화 

부산디자인스팟 참가 혜택 

• 부산디자인스팟으로 월간<디자인> 매거진 홍보

• 공식 뉴스레터 발송 시 홍보게재 (약 10만명)

• 스팟별 SNS 채널 홍보

(부산 디자인 여행 콘텐츠 유도)

* 디자인하우스 전시회 주요방문기업

비즈매칭상담회
디자인 편집샵 담당자와 1:1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디자인, 마케팅, 홍보, 상품기획, 브랜드전략, IT서비스/사업단, 라이선스 디자인 등



참가안내

참가

안내

*본 특별전은 추후 사무국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전 

그래픽
메이커스인

부산
 아트피스

디자인

슈즈랩

부산국제

디자인어워드

할인정책

참가이력 할인
20만원 / 2020년 디자인하우스 전시회 참가 이력 브랜드

(SDF2020, CG2020, ILDF2020)

중복신청 할인
20만원 / 2021년 디자인하우스 전시회 참가신청 브랜드

(SDF2021, SLDF2021, ILDF2021)

조기신청 할인
20만원 / 4월 2일까지 신청 브랜드 

(단, 4월 9일까지 100%납부 필수)

신청방법 온라인참가신청(designweek.co.kr) 전시계획서 자유양식 제출

참가비

 독립부스(3m x 3m) 조립부스(3m x 3m x 2.44m)

200만원(VAT별도) / 4부스 이상 신청가능, 

면적만 제공 

240만원(VAT별도) / 기본벽체, 조명, 바닥(파이텍스), 

상호간판, 콘센트 1개 제공

신청 일정 5. 10(월)까지 ( * 조기신청 4. 2까지)



부산디자인위크 사무국

㈜디자인하우스 

Tel. 02-2262-7200, 7332, 7165, 7219

(재)부산디자인진흥원 

Tel. 051-79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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