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Attraction Fair 2021
(2021 테마파크·VR/AR·놀이시설·관광콘텐츠 박람회)
"ALL-NEW Excitement, ONE-STOP Destination"
다양한 테마파크와 복합 문화시설! VR, AR, 게임 등 디지털 파크, 키즈카페, 레저 및 액티비티까지!
혼자 하는 놀이부터 모두가 함께 즐기는 레저와 관광까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모인 2021 코리아
어트랙션페어에서 (N)놀거리 문화의 (N)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WHY Attraction ?
1/ 아시아 주도로 급성장하는 어트랙션 산업!
국내 최대 규모로 개장 예정인 오시리아 테마파크(2021년 예정)를 시작으로, 춘천 레고랜드, 영종도/인천공항 복
합리조트, 화성 국제테마파크 등이 개장 예정이며, 2020년 일본 ‘슈퍼 닌텐도 월드’, 2021년 중국 상하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세계 최대 규모로 개장 예정에 있어 아시아를 중심으로 어트랙션 산업이 급성장하며 향후 유럽과 북미
시장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다양화 세분화되어 발전되는 레저 산업!
주 52시간 도입, 인식 변화 등으로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1인당 레저비용 및 레저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여가활동이 유원시설뿐만 아니라 VR, AR 등의 디지털파
크, 키즈카페, 캠핑, 레저, 액티비티, 관광까지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3/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 수요 증가!
우리나라는 최근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의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 삶의 질, 환경, 복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의 평일 평균 여가시간은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의 3.1시간, 5시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월
평균 여가 비용 또한 2016년 13만 6,000원에서 최근 15만 1천원으로 늘어났으며, 유형별 여가활동 중 꾸준히 1
위를 기록한 휴식활동이 지난해에는 86%대로 떨어지며 취미·오락활동이 90.5%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여가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체험/레저 활동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WHY Korea Attraction Fair?
벡스코에서 NOLJA!

행사개요
▶ 행 사 명 : Korea Attraction Fair 2021 (2021 테마파크·VR/AR·놀이시설·관광콘텐츠 박람회)
▶ 행사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 7월 17일(토), 3일간
▶ 장

소 : 부산 BEXCO 제1전시장 1홀 (8,836㎡)

▶ 주최/주관 : (주)제이엠컴퍼니
▶ 후

원 :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한국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해외파트너: Asia Amusment & Attraction Expo (AAA), Circus Promoters, Expo-Book & Expo Group, Flower Expo China,
Highway Group & Highway-games, Inter-fun Expo, GMF 2020, Thiland Amusment & Attraction Parks Expo (TAAPE),
Wuhan International Game and Amusement Fair, Yaguanggroup (ACE), Vendasean, Jemma, GBE2020, CIHIE 2020,
Looftile China, Wellness expo, Zhongshan International Games & Amusement Fair, China Int'l Vending Machines & Self-Service
Facilities Fair, Asia VR&AR Fair&Summit, Asia Water Recreational Sports Expo, B2B Midea, China pet fair, PMMHF, Pool&spa
expo, Shenzhen Convention and Expo, Game Time International (GTI)

▶ 참가규모 및 관람객 : 400부스, 1만 명 이상

전시품목

분

야

세 부 품 목
실내/외 놀이시설, 놀이기구 (범퍼카, 관람차,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등), 워터파크, 워터슬

테마파크

라이드, 코인&토큰 투입형 놀이기구(슬롯게임머신, 크레인게임머신, 조이스틱게임 등), 호
텔 및 리조트, 복합휴양시설, 스파 등

디지털파크
퍼실리티 &
퍼포먼스관
키즈파크

VR, AR, M R(컨텐츠 및 기기), 3D, 4D(입체영상), 소프트웨어, 웹 기반 서비스,
미디어디스플레이, 시뮬레이션, 아케이드게임, 게임기,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등
테마파크 기획/설계/건축/디자인/시설시공, 가구&소품, 편의용품, 건축자재, 공간연출, 스튜
디오, 시뮬레이션, 연출 특수효과(홀로그램, 불꽃, 눈, 안개, 얼음, 레이저), 퍼레이드, 공연,
사진&그래픽, 조명&사운드 시스템, 유지보수 등
키즈카페,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직업체험관, 에어바운스 등
스마트모빌리티(전동 휠,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짚라인, 고카트, 루지, 에어바운스, 클라

레저&액티비티관

이밍, 산악자전거, 인터랙티브스포츠, 해양레저스포츠(서핑, 요트, 스킨스쿠버, 스키, 스노
보드) 등 기타 놀이 시설

플레이관

장난감 용품, 피규어샵, 커스터마이징, 코스튬, 수영/비치리조트 의상, 티셔츠&로고, 유니
폼, 검볼머신, 보석류, 파티용품, 봉제인형, 카드 및 포스터 등
ATM , AI 입장 시스템, 플라스틱 카드, 손목팔지, 동전 및 통화카운터, 입장스캐너,

페이먼트 &
시스템관

입장 및 예약 관리시스템, 결제시스템 및 악세서리, 유모차, 휠체어, 기차, 트램, 사물함,
서비스, 추적시스템 등

지자체홍보관
푸드관
기타

관광 및 가족형 레저시설(모노레일, 레일바이크, 케이블카), 스마트관광, 시티투어,
지역 관광 상품, 지역 공연, 타워 및 관광 시설 등
음식판매 (핑거푸드, 디저트, 간식) 음식준비장비, 푸드트럭, 키오스크 등
프랜차이즈 창업, 놀이시설/기구 및 장비렌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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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대상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시하는 국내 유일! 국내 최초! 어트랙션 산업 전문 전시회!
EXHIBITOR

Korea Attraction Fair

BUYER
■ 투자자/기업가/컨설턴트
■ 복합문화시설

■ 테마파크, 놀이시설, 워터파크 등

(백화점, 아울렛, 마트, 쇼핑센터 등)

■ 복합 문화 시설

■ 어드벤처시설

■ VR, AR, MR, 3D, 4D

■ 트램폴린시설

■ 공간연출, 기획, 설계 및 건축

■ 신규 거래처 발굴

■ 스마트 모빌리티

■ 해외판로 개척

■ 키즈카페, 어린이놀이터

■ 기술투자 유치

■ 에어바운스

■ 신제품 및 신기술 소개

■ 동/하계 레저, 아웃도어, 액티비티

■ 신규 사업 조사

■ 피규어, 커스터마이징, 코스튬, 파티

■ 업계 동향 파악

■ ATM, PAYMENT, 예약시스템

■ 신규 거래선 확보

■ 지자체홍보관

■ 어트랙션 산업 생태계 조성

■ 모노레일, 케이블카, 스마트관광

■ 국제 산업 선도

■ 산업& 제조업 종사자
■ 부동산 개발 및 투자자
■ 유통사 및 프랜차이즈 운영자
■ 영상& 콘텐츠 개발자(VR,AR,MR 등)
■ 테마파크 기획자 및 투자자
■ 수영장& 워터파크 운영장
■ 놀이터& 레저센터 운영자
■ 박물관 및 동물원 운영자
■ 호텔& 리조트 및 종합숙박시설

■ 지역관광상품, 기념품

■ 키즈카페& 놀이방 및 유치원 등

■ 코인머신

■ 건축& 설계& 디자인 사업가

■ 퍼레이드

■ 문화시설 및 관광 사업가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홍보계획
구 분

내 용
전국 테마파크, 놀이시설, 게임센터, 호텔&리조트 등 놀이시설 및 관광시설 설계 및 설비

E-mail
DM

체, 학교/유치원 등 교육기관 등

무료 초대권
언론
홍보

지역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즈카페, 게임센터, 문화센터 및 지역 유명 관광지 및 레저시
설, 펜션 등 숙박시설 주요 매장 내 비치, 인근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 배포 예정

미디어

KNN TV SPOT 광고 및 라디오 및 스크롤 광고(부산/경남 전체 지역)

전문지

문화저널21, 트래블뉴스, 여행신문, 여행레저신문 등 전문지 및 유관 협회지 홍보

채널 운영
온라인
홍보

관련 업체, 레저 및 액티비티 관련 기업 및 지자체, 콘텐츠 및 플랫폼 관련 기업 및 지자

카페 홍보
옥외홍보

공식홈페이지운영, 공식 SNS개설 및 운영, 키워드광고, 리얼클릭광고, 관련 지자체, 기관,
협회 및 기업 홈페이지 배너 링크 게재, 뉴스레터 발송 등
지역 유명카페 제휴 홍보, 맘카페, 교육 및 국내 여행, 레저 동호회 등 유관 카페 공지글
및 침투 홍보 진행
육교현판, 현수막, 가로등배너, 지하철 게시판 내 포스터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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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안내
▶ 2021 코리아어트랙션페어는 참가신청 시 ‘면적’만 기본 사항으로 제공됩니다. 부스 장치가 필요하신 경우에
는 별도의 옵션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 가능한 옵션 부스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코리아어트랙션페어 홈페이지 : www.kaafair.com)

구 분

금 액

참가신청
(면적)

옵션

제공사항

비 고
- 면적만 제공 (3m*3m)
- 단독 신청 시, 최소 2부스 이상 신청
- 참가업체가 직접 전시부스설치/철거
- 장치공사 시 설계도면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
- 전기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 필요

￦1,800,000
(VAT 별도)

※ 장치 옵션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www.kaafair.com)
※ 부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급배수 등) 신청도 별도 신청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부대시설 신청 안내
▶ 전기, 전화, 인터넷, 급배수 및 압축공기, 가스 등 부대시설 필요 시 별도 신청서에 신청 바랍니다.

주요 일정
주요일정

기 간

참가신청서 마감

부스소진 시 마감

부스 장치공사

2021. 7. 13 ~ 2021. 7. 14 (2일)

전시품 반입

2021. 7. 14 (1일)

전시회 개최

2021. 7. 15 ~ 2021. 7. 17 (3일)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2021. 7. 17 (당일철거)

참가 절차
◈ 참가신청
- 전자계약서(참가신청서) → 이메일 혹은 전화로 요청 및 작성
- 온라인 홈페이지 참가신청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참가비납부
- 참가신청서 제출시 참가신청비 (부스비의 50% )입금
- 참가비 전액납부 마감 : 2021년 6월 20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6-901-485171

㈜제이엠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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