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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F2023

부스안내

부산국제아트페어는 작가와 미술애호가가 합리적인 가격에 작품을 직거래할 수 있

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미술 큰 장터' 입니다. 미술발전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우리나라 미술의 저변이 확대되고 작가의 작품 활동도 활발해

질 것입니다. 한편으로 단순한 미술전에서 벗어나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사회' 

에 일조코자 합니다. 현대미술의 오늘과 내일을 보실 수 있는 '색채의 물결, 미술의 바

다' 부산국제아트페어에 역량 있는 작가님을 모십니다.

주최  /  주관:   (사)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 BIAF운영위원회 

전  시  기  간:   2023년 12월 7일(목) - 11일(월) [5일간] (예정)

전  시  장  소:   부산 BEXCO 제2전시장 (예정)

부스당 기본 작가수는 1명 기준입니다. 

부스 A, B 타입 2명이상시 1인당 20만원씩 추가됩니다.

※ 예를 들어 A 부스에 최대 인원인 2명 참가시 부스 기본 요금 350만원에 추가인원

1명 20만원을 합한 금액인 370만원이 해당 부스 가격이 됩니다.

조명, 책상, 의자, 도록 등 추가가 가능하지만, 기본 사항에서 추가시 추가비용이 발

생됩니다.

BIAF 2023

제22회

2023 부산국제아트페어

타 입 S A B

크         기 3m x 5m x 3m(15㎡) 3m x 6m x 3m(18㎡) 3m x 7m x 3m(21㎡)

높         이 3m 3m 3m

조         명 50w LED / 5개 50w LED / 6개 50w LED / 7개

책상 , 의자 각 1개 제공 각 1개 제공 각 1개 제공

출품작가수 1명 2명 이하 3명 이하

가 격 360만원 420만원 480만원

계  약   금 72만원 84만원 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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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공사항

문의

참가신청안내

입금계좌정보

흰색 부스벽

조명설치 (상기의 부스안내 조명를 확인해주세요.)

책상, 의자 각 1개

포스터 2부 / 도록 1부 / 리플릿 10부 / 초대권 100장

전시자 패스 (1부스당 2개)

(사)케이아트국제교류협회 부산국제아트페어 조직위원회 사무국

T: 051-806-1004 , E: k-art@naver.com

473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 87번길 23, B1

부산국제아트페어 공식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확인, 다운로드 작성 하시어,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신청서 제출 및 계약금(부스금 20%)을 납부 하시면, 참가 

신청이 됩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사이트: www.biaf.co.kr

참가신청서 제출 이메일: k-art@naver.com

계약금 납입일: 2023년 5월 31일(수) ※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입

부스비 완납일: 2023년 6월 30일(금)

- 계약금 및 부스비는 반드시 출품작가명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송금 시 송금수수료는 작가님 부담입니다.

-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됩니다.

- 계약금은 작가 사정으로 취소 하셔도 주최측에 귀속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개막 3개월 전부터는 부스비에 대한 환불이 불가합니다.

BIAF 2023

은       행 부산은행 예금주 케이아트 허숙

계좌번호 101-2043-868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