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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가상자산 등 소비자금융 중심의 

재테크 콘텐츠는 물론,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등 

금융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지자체, 금융공기관 관계자 및 

전문 투자자들을  초청하여 업계 종사자들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합니다.

2021 부산머니쇼가 
새롭게 도약합니다!

역동적인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소 핀테크·블록체인 기업들이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개인의 자산 관리와 증식 관련 최신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합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여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납니다.

산·학·연 금융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금융공기업 및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산머니쇼!
이렇게 나아 갑니다.

디지털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제고

최신 재테크 관련 정보 제공의 장 마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금융축제로 성장

금융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21 부산머니쇼(Busan Money Show 2021)

2021.11.4.(목)~11.6.(토)

BEXCO 제2전시장

100개사 250부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세션

블록체인(메타버스, NFT 등) 전문가 세션

주식·부동산·가상자산 재테크 세미나

▒

▒

▒

▒

▒

가상자산의 미래 전망 패널 토론

기타 재테크 관련 세미나

세미나 구성

은행, 증권, 보험사, 
투자사 등

디지털금융기술관

핀테크기업, 
블록체인기업

특별관

메타버스관, 
NFT관 등

자산관리ㆍ은퇴설계관금융홍보관

금융공기관

행사개요

행 사 명

행사기간

행사장소

규      모

글로벌핀테크산업진흥센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블록체인어스,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주      최

총괄주관

공동주관

01101

01102

01103

BUSAN MONEY SHOW 2021

전시장 구성



Share, Learn and Grow together!

부대행사

비즈매칭
● 투자사와 기업간 1:1 미팅

IR 피칭
● 투자사 대상 기업 설명

KRX 상장(심사) 설명회
● IT 기술 기업의 상장 관련 정보 안내 및 상담

네트워킹 파티
● 초청 VIP 투자자와 참가사 등 관계사 간 네트워킹

● 금융권 취업 정보 제공 및 상담

NFT 특별관
● 유명 작가의 디지털 작품 전시 및 판매

금융권 채용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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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안내

부스참가비

부대시설 사용료

참가비 납부

부산은행 320-13-000225-5
예금주 : 주식회사벡스코

옥타늄(3m×3m×2.4m), 상호간판, 부스조명, 

바닥파이덱스, 콘센트(220V,1kw), 

인포데스크 + 의자 1세트

구분 구분가격

인터넷

전기

130,000 / 포트

90,000 / kw

부스단가
(1부스/9㎡)

부스구성

예시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공사업체를 선정, 

전시장치물 설치 및 철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부스

* 최소 신청면적 : 4부스(36㎡)이상

기한

최종신청 2021.9.17(금)

참가 신청순, 신청 면적, 전시품 성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최자가 배정

2,530,000원 2,200,000원

(부가세 포함)

2021 부산머니쇼 사무국
TEL. 051.740.7404  |  FAX. 051.740.3404  |  E-mail. busanmoney@bexco.co.kr

접수처

부스 배정
방법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 송부

참가 신청
방법

신청기한

벡스코 지정등록업체 중 공사업체 선정

www.busanmoney.co.kr

조립부스부스종류 독립부스

구분 가격 납입시기 납부처

계약금

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신청 시

  2021. 9.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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