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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로컬브랜드페어 2022

  ❍ 주    제 : 당신이 곧 브랜드다!

  ❍ 일    시 : 2022. 6. 9.(목) ~ 12.(일) / 10:00 ~ 17:00

  ❍ 장    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1층 실내전시장

                   ※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507

  ❍ 주최/주관 : HICO, GMEG, BELOCAL

  ❍ 규     모

    - 전 시 회 : 60개사, 120여개 전시부스

    - 프로그램 : 로컬/브랜드 세미나, 크리에이터스 나이트, 로컬브랜드 

MD 상담회, 로컬브랜드 투자자 초청 토크콘서트, 로컬 

인사이트 토크쇼, 원데이 클래스 등 6건

2. 전시회 부스배치도

  ❍ 부스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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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업체 명단

전시분야 부스번호 참가업체명

공동관

A01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 동아시아 전통주 홍보관

A02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경주시 청년센터

A03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경주시 청년센터

A04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냠냠토푸

A05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금도끼은도끼

A06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쑴스레더

A07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럽츄

A08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갤러리 경주

A09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초로롱

A10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미묘한

A11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상명요

A12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뮤디자인 스튜디오

A13 [경주시 청년 감성상점 공동관] 임다로운

A14 로컬로-충북 로컬크리에이터 공동관

A15 로컬 수제맥주 및 전통주 홍보관

로컬 
생산자

B01-07 로컬 생산자 마켓 – 부산셀러협회

B08-27 로컬 우수 중소기업존

로컬 아트 
크리에이터

C01 전통주갤러리

C02-C06 로컬 아트 크리에이터존

로컬
브랜드

D01 꼬마루

D02 힙토

D03 비로컬

D04 이상복 명과

D05 투어스태프

D06 도시외양간 및 행사 공식 휴게공간

D07 레위시아 아로마 연구소

D08 바이 더 부산 씨

D09 북앤트립소나무

D10 디프골프

D11 주식회사 나나리즘

D12 소소홍홍

D13 로컬브랜드페어 안내부스

로컬 
일러스트
레이터

E01 연콩

E02 영이

E03 슈가솔트프릭스

E04 공동작업공간

※ 참가업체명은 참가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재하였으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 

상호간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본 표에 

기재된 참가업체명으로 상호간판을 출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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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주요일정 

  ❍ 전시회 주요일정                          ※ 주최측 사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시  간 내  용

D-2일차
(6/7)

전시준비(시공업체) 08:00-20:00 ·전시부스 설치

D-1일차
(6/8)

전시준비(시공업체) 08:00-12:00 ·전시부스 설치

전시준비(참가업체) 12:00-20:00 ·참가업체 제품 DP

1일차
(6/9)

전시준비 08:00-10:00 ·부스 내부청소 및 전시품 정리

전시 10:00-17:00 ·전시회 1일차

라이브 커머스 10:00-17:00
·네이버 쇼핑라이브 현장스케치 및 업체 
  라이브 커머스 시행

MD 상담회 10:00-17:00 ·전국 MD 및 지역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크리에이터스
나이트

17:00-19:00
·참가업체 관계자 대상 수제맥주 1잔
  무료제공. 업체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

원데이 클래스 12:00-17:00 ·원데이 클래스

2일차
(6/10)

전시장 개방 09:00-10:00 ·부스 내부청소 및 준비

전시 10:00-17:00 ·전시회 2일차

MD 상담회 10:00-17:00 ·전국 MD 및 지역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원데이 클래스 11:00-17:00 ·원데이 클래스

3일차
(6/11)

전시장 개방 09:00-10:00 ·부스 내부청소 및 준비

전시 10:00-17:00 ·전시회 3일차

원데이 클래스 11:00-17:00 ·원데이 클래스

4일차
(6/12)

전시장 개방 09:00-10:00 ·부스 내부청소 및 준비

전시 10:00-17:00 ·전시회 4일차

설문지 배포 11:00- ·참가업체 의견 수렴

원데이 클래스 11:00-17:00 ·원데이 클래스

전시회 폐막 17:00- ·전시품 사전반출 불가

전시품 포장 및 반출 17:00- ·전시품 반출 및 장치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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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그램 주요일정              ※ 주최측 사정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시간 행사명 및 주제 연 사 명 장 소

6/9

(목)

로컬/브랜드 세미나 1일차

14:10-15:00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브랜드
와디즈

황인범 이사

15:10-16:00 콘텐츠를 만들던 내가 로컬 브랜드?
비로컬

김혁주 대표

6/10

(금)

로컬/브랜드 세미나 2일차

11:10-12:00 로컬브랜드가 이끄는 라이프스타일의 미래
연세대

모종린 교수

13:00-13:50 로컬브랜드 사용 설명서
필라멘트앤코

최원석 대표

14:00-14:50 스몰 브랜드로 성장하기
더워터멜론

우승우 대표

로컬브랜드 투자자 초청 토크쇼

15:00-15:50 로컬브랜드가 곧 마나게 될 투자 생태계
웰컴벤처스

민욱조 상무

6/11

(토)

로컬 인사이트 토크쇼

14:10-15:00 주식회사 BATT, 로컬브랜드를 만들다
㈜밭

이미소 대표

15:10-15:40 베르크 로스터스, 고객의 브랜드 경험이 우리를 말한다
베르크 로스터스

김석봉 대표

15:40-16:10 송림도향, 강릉의 브랜드 에센스를 만든다
송림도향

최훈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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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연번 내  용 신청마감일 비  고

1 참가업체 출입증 신청서 6/3(금) 필수

2 참가업체 홍보 신청서 6/3(금)
필수

(참가신청서 미제출 또는 변경시)

3 조립부스 상호 간판 신청서

6/2(목)

필수

(참가신청서 미제출 또는 변경시)

4 작업신고서 독립부스만 해당

5 기술지원신청서 독립부스만 해당

6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필요 시

7 위험물 반입(반출)신청서 필요 시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주요 연락처

업  무 성  명 전  화 이 메 일

행사주관

HICO
권은경 팀장

054-702-1061 kwon@hicogw.kr

HICO
허동근 과장

054-702-1062 hdg1888@hicogw.kr

HICO
백수정 주임

054-702-1061 sjbaek@hicogw.kr

HICO
박채림 주임

054-702-1035 crpark@hicogw.kr

GMEG
이해정 대표

02-565-0501 withgmeg@naver.com

GMEG
김민선 본부장

02-565-0501 gmeg_sunny@naver.com

BELOCAL
김혁주 대표

070-4640-0418 hyukjoo@belocal.co

홀매니저
HICO

허삼 대리
054-702-1054 heosam@hicogw.kr

전시부스
케이플러스

강동혁 본부장
010-8557-3943 kplus0211@naver.com

가구비품
엑스코 프로모션
김정숙 과장(사전)
박성민 팀장(현장)

053-601-5320
010-4918-5020

excopr7718@naver.com

현수막 제작 좋은세상만들기 054-748-0100 100sig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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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치공사  

1. 부스시공 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케이플러스 054-504-0211 kplus0211@naver.com

2. 부스시공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6/7(화) 08:00-20:00 부스시공 및 설치

6/8(수)

08:00-20:00 부스시공 및 설치

12:00 이후 참가업체 전시품 반입

16:00 이후 전시장 전기, 인터넷 개통

16:00-20:00 최종점검

3. 부스 상세사항

  가. 기본부스 - 흰색 아트월 부스

A타입(3m*2m) B타입(2m*2m)

❍ 부스 기본사양

 - 부스규격 : 2m×2m×2.44m

 - 데스크규격 : 1,000mm×500mm×750mm (사진과 달리 흰색 제공예정)

 - 바닥(파이텍스) 색깔 : 진회색

 - 조명 : 뒷 벽면 기준 1m별 1식 제공 (A타입 3개, B타입 2개)

 - 전기 : 부스 당 1kw 제공 (부족 시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 업체명(상호간판)은 각 부스 우측상단에 200mm×300mm 규격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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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물 허용사항

 - S자 고리 혹은 와이어 고리를 사용하여 전시품 벽면에 게시

 - 벽면에 시트지(겔지)를 붙이는 경우(단, HICO 지정등록업체 사용 필수)

 - 스카치테이프 사용

 - 타카를 이용하여 벽면에 전시품 고정 가능

 - 부스 및 제공 물품에 훼손을 가하지 않거나 흔적을 남기는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

  나. 옥타늄부스 - 검은색

부스형태 기본사양

·부스규격 : 3m×3m×3.25m

  (사진과 달리 3m×3m 규격으로 제공예정)

·데스크규격: 1,000mm×500mm×750mm

  (사진과 달리 흰색으로 제공예정)

·바닥 색깔 : 진회색

·조명 : 상호간판 3식, 내부 기준 3식제공

·전기 : 부스당 전기 1kw 제공

❍ 부스 상세사양

 - 참가업체 간판 1장 : 2,900mm×750mm

 - 부스 1면 규격 : 950mm×2,380mm

 - 부스 2면 규격 : 1,940mm×2,380mm

 - 부스 3면 규격 : 2,930mm×2,380mm

❍ 부착물 허용사항

 - S자 고리 혹은 와이어 고리를 사용하여 전시품 벽면에 게시

 - 벽면에 시트지(겔지)를 붙이는 경우(단, HICO 지정등록업체 사용 필수)

 - 스카치테이프 사용

 - 부스 및 제공 물품에 훼손을 가하지 않거나 흔적을 남기는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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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자 고리 및 활용 예시 와이어 고리 및 활용 예시

4. 가구비품 추가임대

❍ 가구비품 업체 연락처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엑스코 프로모션

김정숙 과장(사전)

박성민 팀장(현장)

053-601-5320 (사전)

010-4918-5020 (현장)
excopr7718@naver.com

❍ 모든 전시부스에는 안내데스크/의자 1조가 기본 제공되며, 추가 비품 

임대 신청은 개별적으로 「별첨 가구비품 카다로그」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업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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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대시설  

1. 부대시설 단가 (VAT 별도)

구분 금액

전기

220V 단상
주간 50,000원/KW

24시간 60,000원/KW

220V 삼상
주간 50,000원/KW

24시간 60,000원/KW

380V 삼상
주간 50,000원/KW

24시간 60,000원/KW

전화
국내 60,000원/대

국제 150,000원/대

인터넷 LAN 150,000원/PORT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붙임 – 양식 6.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후 팩스 / 이메일 제출

❍ 부대시설 비용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청하신 시설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가업체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6월 3일. 금) 내 입금해 주시

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의 부대시설 추가 신청은 불가하오니 적정량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독립부스는 기본 제공사항이 없으므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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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시품 운송 및 반입  

1. 전시품 반입일정

❍ 참가업체의 전시품 반입 기간은 6월 8일(수) 12:00-20:00 입니다.

❍ 중량품 또는 외형이 큰 장비는 6월 8일(수) 12:00까지 반입을 완료해

야 합니다. 0.5ton/㎡이상의 중량품 또는 기타 위험물은 전시품 반입 

전 사무국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사무국의 승인 후 반입해야 

합니다.

2. 차량 출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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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및 경비

  가. 보험

❍ 사무국은 센터와 전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전시품 

및 시설물의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참가업체에서 별도의 보험에 부보

하여야 합니다.

  나. 경비

❍ 사무국은 준비 및 철거를 포함한 전시회 기간 동안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전시장 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시품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업체에게 있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하여 참가업체가 전시품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보안상 취약시간인 전시회 최종 폐막 직후에는 

고가품 및 도난당하기 쉬운 물품에 대하여 참가기업은 안전조치를 강

구하셔야 합니다.

   ※ 사무국에서는 천재지변과 방화, 절도, 파손 등에 의한 전시품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화재경보 및 예방

❍ 참가업체의 부스 상주직원은 가까운 화재경보장치 및 소화기의 사용

법과 위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화재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경미한 

화재라도 경보장치를 즉시 작동시키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인근 

물품을 제거하는 등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참관객 및 타 참가업체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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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참가업체 제공 서비스  

 1. 무료 셔틀버스 운행 ※ 동시개최 행사(경주술술페스티벌)와 연계하여 운영

  가. 운행시간표

❍ [1호차] 신경주역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고속버스터미널, 황리단길 경유)

시간 출발 시간 도착

11:50 신경주역 12:30 HICO

14:30 신경주역 15:10 HICO

18:30 신경주역 19:10 HICO

20:30 HICO 21:10 신경주역

운행횟수 16회(4회/1일)

대기장소
신경주역: 셔틀버스승강장 /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자전거방 앞 

/ 대릉원: 대릉원후문 / HICO: Gate 5

❍ [2호차] 시내권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황성동, 용황동, 동천동 경유)

시간 출발 시간 도착

12:00 (6/11-12) 시외버스터미널 13:00 HICO

18:00 (6/9-10) 시외버스터미널 19:00 HICO

21:00 (20:00) HICO 22:00 (21:00) 시외버스터미널

운행횟수 8회(2회/1일), 6/12(일) HICO 출발은 20시에 운영

대기장소
시외버스터미널: 국기게양대 앞 / 실내체육관: 황룡사 모형 앞 도로변

/ 용황동 : 교보서적 앞 버스정류장 / 동천동 : 경주시청 후문 맞은편

❍ [3호차] 동경주 ↔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고속버스터미널, 황리단길 경유)

시간 출발 시간 경유지 시간 경유지 시간 도착

12:00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12:15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12:30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13:00 HICO

20:00 HICO 20:30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20:45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21:00

감포읍

행정복지센터

운행횟수 4회(2회/1일) - 6/9(목)-10(금) 운행없음

대기장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앞

※ 상기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일정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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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소 안내

  가. 숙박 할인 안내개요

❍ 사무국은 지정 협력 호텔을 통해 참가업체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 숙박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로컬브랜드페어 공식 홈페이지의 [교통/관광-

숙박안내]에 업로드 된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텔에 개별 제출 및 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localbrandfair.com/main/?mc_code=1411)

  나. 권역별 숙소현황

❍ 보문권 호텔 및 리조트

  

구  분 객 실 수 주  소 거  리

힐튼 경주 330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84-7 0.2km

라한 셀렉트 경주 20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38 1.9km

The-K 호텔 경주 304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0.4km

스위트호텔 경주 34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280-12 2.1km

스위스 로젠 호텔 34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37 0.5km

라궁호텔 16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55-12 0.8km

경주관광호텔 63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83 1.2km

조선온천호텔 103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07 1.1km

소노벨 경주 41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82-27 1.0km

켄싱턴리조트 52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82-29 3.5km

한화리조트 경주 394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182-27 3.6km

한국콘도 경주 120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65 1.4km

일성보문리조트 108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353 1.4km

❍ 보문권 기타 숙박시설

 

구  분 객 실 수 주  소 거  리

발렌타인 호텔 42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28 0.7km

호텔여기어때 47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24 0.6km

한솔모텔 4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47 0.5km

자라모텔 46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20 0.6km

씨엘모텔 -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242-28 0.6km

올레모텔 -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로 465-40 0.5km

북홈 4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남로 27 0.9km

 

http://localbrandfair.com/main/?mc_code=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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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권역(불국사권)

구  분 객 실 수 주  소 거  리

경주 코오롱 호텔 318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289-17 8.0km

아리수 경주 호텔 80 경상북도 경주시 영불로 207 8.4km

브라운도트 불국사점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850-8 7.9km

벨리모텔 24 경상북도 경주시 영불로 242-3 8.4km

경주천년한옥펜션 6 경상북도 경주시 시동로 86-61 10.7km

청공한옥 10 경상북도 경주시 이구2길 5-6 8.7km

초심산방 6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신계입실길 86-24 11.3km

푸른산유스텔 48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5길 22 8.2km

동궁유스호스텔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로2길 21 7.9km

한국관유스호스텔 69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5길 14 8.2km

포시즌유스호스텔 65 경상북도 경주시 영불로 217 8.3km

경주황룡유스호스텔 32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6길 9 8.4km

3. 출입증 배부

  가. 출입증 신청

❍ 사무국에서는 참가업체의 입장 편의를 위해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출

입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전시장 출입이 불가하오니 사전에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증 신청은 「붙임 - 양식 1. 참가업체 출입증 신청서」작성 후 

신청기한(6월 3일 금) 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한 참가업체 출입증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전에 사무국에서 출입 

명찰을 등록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서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기입

하여야 합니다.

나. 출입증 수령방법

❍ 수 령 일 : 6월 8일(수) 14:00부터

❍ 수령위치 : 1층 로비 등록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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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시장 안내  

1. 편의시설 안내

구  분 내  용

B1층
편의점 / 밀레니엄 VR 체험존 / 

경주관광마이스육성센터

1층

(회의실 / 전시장 / 야외전시장)

전시회 등록데스크, 웰컴 센터

현금지급기(DGB대구은행) / 카페테리아(카페 미소)

2층

(회의실 / 귀빈회의실)
-

3층

(전시장)
안내데스크, HICO 운영사무실

4층 동시통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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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장 주변 음식점                  ※ 4 층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분 식당 전화번호

한식

1 보문한우 054-776-9200

2 진수성찬 054-777-7938

3 솔미가 054-748-8087

4 조가네 떡갈비 쌈밥 054-745-7438

5 경주 천년한우 보문점 054-777-1735

6 경주전복해물뚝배기 054-742-2019

7 진부령한식밥상 054-745-0933

8 전통손칼국수 054-745-3010

9 송백식당 054-748-6204

10 가온밀면 054-742-2584

11 부흥매운탕식당 054-748-0484

12 보문민속식당 054-748-3200

13 풀잎채 경주보문점 054-775-6638

14 황남밀면 054-742-0045

15 맷돌순두부 054-745-2791

16 낙지마실 054-749-0048

17 제주흑돼지 054-774-6090

18 서민식당 054-748-8281

19 전주할매 대박가야밀면 054-748-8884

20 보문호반 오리 054-749-9999

21 호반정 054-748-0599

22 함양집 054-777-6947

일식

1 힐튼경주 겐지 054-740-1333

2 스시노백쉐프 054-771-5802

3 부산밀면옛날돈까스7412 054-748-2005

4 채선당 샤브보트 054-773-5569

5 아사까와 054-740-8293

중식

1 실크로드 054-740-1666

2 나우차이나 054-753-0011

3 삼손짜장 054-749-9920

4 보문각 054-745-3077

양식

1 가든하이로 054-775-8250

2 야드 010-8979-2297

3 마켓338 054-779-7360

4 핵스테이크 010-5619-6110

5 plat246 054-775-0246

6 셰프 이탈리아 054-777-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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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교통 및 주차안내  

1. 교통안내

❍ 신경주역(KTX)

 - 20km, 35분

 - 시내버스 : 700(45분)

❍ 경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

 - 10km, 25분

 - 시내버스 : 10(35분), 18, 100-1, 150-1, 100, 150, 11

❍ 경주역(무궁화, 새마을호)

 - 8km, 20분

 - 시내버스 : 10(30분), 18, 100-1, 150-1, 100, 150, 11

2. 주차 안내

❍ 규모

지  상 지  하 합  계

402 118 520

 ❍ 주차요금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