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1

With C-Festival
@Coex

참가 제안서

Copyright VERYGOODS 2019.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01  행사개요

02 행사구성

03  참가 및 관람안내



0 1

행사개요

01 
행사개요

01 



0 1

코엑스 대표행사, C-Festival 2019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155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가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 페스티벌

잇더서울 2019봄 EV 트렌드
코리아 2019

제55회
백상예술대상

제 1회 
베리굿즈 2019

겟잇뷰티콘

X DIA BEAUTY수제맥주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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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C-Festival의 메인행사로
<제 1회 베리굿즈 2019>가 함께합니다!
처음 만나는 브랜드 굿즈 박람회, <제 1회 베리굿즈 2019>

매력적인 굿즈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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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굿즈페어
베리굿즈 2019는 ‘굿즈’ 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페어 행사입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까지, 
각양각색의 브랜드들과 그들이 전개하고 있는 다채로운 
굿즈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 공간에서 진행한 마스터플랜그룹의 <st:art>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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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획전시,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부대행사, 참여 기업과 브랜드들이 전개할 
다채로운 이벤트까지. 코엑스 C-Festival 기간에 맞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베리굿즈 2019,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02 디자인, 푸드, 뷰티, 패션, 뮤직 등
 400여 팀의 브랜드 굿즈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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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굿즈 2019 에서는 규모와 분야를 막론한 국내외 
400여 브랜드의 굿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굿즈를 사랑하는 감성 콜렉터는 물론 가족, 연인 등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더할 나위 
없는 ‘득템’의 장이 될 것입니다. 

03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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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베리굿즈 2019

명칭 VERYGOODS 2019
With C-Festival@Coex
(약칭) 베리굿즈 2019

기간 2019. 5. 2(목) ~ 2019. 5. 5(일), 4일간

장소 삼성동 COEX Hall A

구성 페어 마켓 GOODS STREET

기획전시 GOODS COLLECTION

부대행사 토크  VERY GOOD TALK

라이브  VERY GOOD LIVE

숍  SHOP VERY GOODS

예상관람객 40,000명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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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고 위대한 
취향을 찾아 떠나는 섬, 

“베리굿즈랜드!”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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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성 : 페어/마켓 <굿즈스트릿>

“GOODS STREET”

분야를 막론한 300여 브랜드의
국내 최대규모 굿즈 페어

# ART & DESIGN # FOOD & BEVERAGE

# BEUTY & FASHION # MUSIC & BOOKS

# ENTERTAINMENT #GOVERNANCE
& CITY

# BABY & KIDS 

전시 품목

오래된 굿즈의 새로운 득템!
굿즈 플리마켓

# 굿즈 콜렉터의 소장품 마켓
# 오래된 레트로 굿즈 마켓

# 소장각 한정판 아이돌 굿즈 마켓

판매 물품

참가브랜드와 협찬사의 서프라이즈 굿즈로 채워진
LUCKY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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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성 : 기획전시 <굿즈콜렉션>

"GOODS COLLECTION"

굿즈의 히스토리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 

테마 및 구성

#테마 : 뉴트로굿즈

#굿즈구성 : 개인 콜렉터·브랜드의 레어한 수집품 전시

뉴트로굿즈展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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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성 : 토크프로그램 <베리굿토크>

"VERY GOOD TALK & WORKSHOP"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토크 & 워크숍 프로그램 

토크 연사 분야

#디자인 #브랜딩 

#머천다이저 #음악레이블 #독립출판

[GOODS F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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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구성 : 라이브프로그램 <베리굿라이브>

"VERY GOODS LIVE"

4일동안 완성되는 초대형 작품
LIVE PAINTING

음악과 퍼포먼스로 가득한 공간
Live Djing & Live Cocktail-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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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참가분야

ART & DESIGN GOODS 순수예술, 일러스트, 그래픽 등 아티스트 중심 굿즈

FOOD & BEVERAGE GOODS 레스토랑, 카페, 음료 등 F&B 관련 굿즈

BEAUTY & FASHION GOODS 코리안뷰티 굿즈 & 에코백, 의류 등 패브릭, 피혁 굿즈

MUSIC & BOOKS GOODS 음악 관련 굿즈 & 독립출판물 및 서적 관련 굿즈

ENTERTAINMENT GOODS 연예인, 영화, 공연예술, 애니메이션, 취미생활 관련 굿즈

GOVERNANCE & CITY GOODS 공공기관 및 단체, 도시, 축제 관련 굿즈

BABY & KIDS GOODS 장난감, 유아용품, 키즈 관련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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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부스안내

독립부스 (2mX2m) 기본부스 S (2mX1m) 기본부스 M (2mX1.5m) 기본부스 L (3mX2m)

• 면적만 제공
*벽체, 바닥 등 부스장치와
철거는 코엑스 등록업체를
통해 직접시공 
(코엑스 홈페이지 참고)

• 간판 1ea
• 안내데스크 1ea
• 접의식의자 1ea
• 스팟 조명 2ea 
• 전기 1kw
• 2구 콘센트 1ea
• 참가자 출입증 2ea
• 초대권 10장

• 간판 1ea
• 안내데스크 1ea
• 접의식의자 1ea
• 스팟 조명 2ea 
• 전기 1kw
• 2구 콘센트 1ea
• 참가자 출입증 2ea
• 초대권 12장

• 간판 1ea
• 안내데스크 1ea
• 접의식의자 1ea
• 스팟 조명 3ea 
• 전기 1kw
• 2구 콘센트 1ea
• 참가자 출입증 3ea
• 초대권 14장

• 참가자 출입증 2ea

• 초대권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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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참가비 안내

 독립부스
*2,3의 배수 단위로만 

신청가능

기본부스 S
*복수 신청 가능

기본부스 M
*복수 신청 가능

기본부스 L
*복수 신청 가능

기본 참가비 500,000원 600,000원 740,000원 980,000원

1차 얼리버드 
2019. 3. 29(금) 까지

15% 할인 425,000원 510,000원 629,000원 833,000원

2차 얼리버드 
2019. 4. 11(목) 까지

10% 할인 450,000원 540,000원 666,000원 882,000원
규모 할인

4부스 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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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 참가절차

온라인

참가신청

사무국

검수

온라인 계약서
날인(서명)

참가비

납입
참가확정

온라인 참가신청 서식을 통해 
모든 항목을 정확히 기재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후 최대 2주 정도의 검수 
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정보 
오기재, 포트폴리오 제출 미비 시, 
또는 참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자동 반려됩니다.

검수 후 승인된 참가신청자께 
온라인 계약서를 발송해드립니다. 
계약내용 확인 후, 날인(서명)하여 
제출합니다.

계약서 제출을 완료한 
참가신청자께 입금 안내 메일을 
발송해 드립니다. 메일 수령 후, 
7일 이내 참가비를 입금합니다.

참가비 납입이 확인되면, 참가가 
확정됩니다. 최종 참가자는 참가비 
입금 순서로 확정되므로, 기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국내외에서 개인 창작 활동 및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디자이너, 기업 등 당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굿즈 
상품을 보유하여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 개인, 단체, 회사, 조합, 학교 등

신청자격

2019년 4월 18일(목) *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신청기한

▶ 온라인 참가신청 바로가기

https://goo.gl/forms/MaPt7SFPJuZbddql1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_uMPEayYD1pPTLDLeWAMMsk6xBuBva_Cx-sqLbeXx5U3wA/viewform?usp=sf_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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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안내 : 관람시간 및 티켓안내

10:00 ~ 19:00  * 입장마감 18:30

성인

학생 (*초,중,고교생)

*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동반 시, 무료입장
* 장애우 본인에 한해 무료입장
* 국가유공자 증명서 지참 시, 50% 할인

* 티켓 판매처 : 네이버 예매 /
   티켓몬스터 / 카카오쇼핑

11,000원

7,000원

2019. 3. 7 ~ 2019. 3. 31
2019. 4. 1 ~ 2019. 4. 30

30%
20%

티켓할인

관람시간

티켓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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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ntact. verygoods2019@dnm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