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은 내•외국인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가족축제입니다.

An Excellent Opportunity
to Experience Diverse Cultures and Foods!

Opening Ceremony

Overseas Sister Cities & Domestic Performances

World Arts & Crafts and Foods

Global Information Booths, a Flea Market and Cultural Events

Over 98 groups representing 30 countriesScale30개국 98여개 단체 참가행사규모

Report



▶   제 1회 : ‘06.10 벡스코 옥외전시장
▶   제 2회 : ‘07.10 벡스코 옥외전시장
▶   제 3회 : ‘08.10 벡스코 옥외전시장
▶   제 4회 : ‘09. 05 해운대 씨네파크
▶   제 5회 : ‘10.10. 해운대 APEC 나루공원

▶   제 6회 : '11.10. 해운대 APEC 나루공원
▶   제 7회 : ‘12. 10. 해운대 APEC 나루공원
▶   제 8회 : ‘13. 05. 해운대 APEC 나루공원
▶   제 9회 : ‘14. 10.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   제 10회 : ‘15.10. 송상현광장

•일     시  : 2015.10.17(토), 10:00 ~17:00

•장     소  : 송상현광장

•내     용  : 오프닝세레모니

국•내외 초청공연

세계풍물•음식전

글로벌 홍보관&마켓, 벼룩시장, 체험이벤트

부산시장과 함께하는 타운미팅

•Date : Sat. Oct. 17, 2015 10am-5pm

•Venue : Songsanghyeon Square

•Programs : Opening Ceremony

Overseas Sister Cities & Domestic Performances

World Arts & Crafts and Foods

Global Information Booths, a Flea Market and Cultural Events 

Busan Town Meeting with the Mayor

행사개요 Outline

•국•내외 초청공연

   부산의 자매우호도시 공연단 및 외국인주민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  지구촌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Overseas Sister Cities and Domestic Performances

•세계풍물•음식전 •World Arts & Crafts and Foods

•벼룩시장•체험이벤트

   거주 외국인과 시민 간 생활용품 기증•판매를 통한 

   문화교류의 장!

    자원의 소중함과 나눔을 배울 수 있는 벼룩시장

•Flea Market & Traditional Plays

•부산타운미팅

   부산거주 외국인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외국인도 살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한 간담회

개최현황( 06- 15)

주요내용 Programs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계음식•풍물전 63개(24개국) 74개(31개국) 79개(30개국) 85개(26개국) 90개(26개국) 98개(30개국)

국•내외 공연단 24 25 16 21 24 31

Participated 98 exhibitors representing 30 countries

# of Booths Installed : 170

# of Stage Performance : 31 performance troupes

# of Visitors : 30,000

Results

•참가단체  : 98단체(30개국)

•설치부스  : 170동

•무대공연  : 31개팀(국내24, 해외7)

•관람객수  : 약 3만명

행사결과

Explore the sounds of world music with performances!

Enjoy variety of performances by troupes from the sister cities of Busan.

Unites the foreign communities in a celebration and sharing of culturally 

diverse traditions, foods, exhibition and information.

Share & Sell used or handmade goods at the Global Flea Market!

Great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al Games of Korea such as Yutnori, 

Tuho, Takwondo, and etc.

•Busan Town Meeting with the Mayor

Open forum where you can hear the foreign communities view on public 

issues in order to make better Busan.

연도별 참가규모( 10- 15)

만남•소통•화합•나눔을 통한 부산의 대표 글로벌 가족축제

세계 각국의 외국인을 만나고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시간!

각국 대사관•외국인커뮤니티에서 직접 참여하고 전통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세계풍물여행

Report of 2015 Global Gathering Festival



참가단체 배치도  Layout of Participating Groups

무대공연일정 Stage Schedule

2015 어울마당 후기집

제10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관  람  객 :  1,000여명
•주요내용 : 내빈소개 ⇨ 환영사 ⇨ 축사(공관장) ⇨ 테이프커팅 ⇨ 폐회
•주요내빈 : 총 18명

•참가현황 : 98개 부스(30개국), 170동
•주요내용 : 각국 세계풍물 및 음식소개
•주요성과 : 내•외국인이 즐기는 대표축제로 정착, 최대 규모 참가

개막식  Opening Ceremony

세계풍물•음식전 World Arts & Crafts and Foods

만남•소통•화합•나눔을 통한 부산의 대표 글로벌 가족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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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람 객 : 400여명 내외(부산거주외국인 등)       ※진행언어 : 한국어 진행(영어 동시통역 병행) 

•주요내용 : 시장님과 부산거주외국인과의 대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기타 외국인

•주요성과 : 부산거주 외국인 주민이 참여하는 부산타운미팅을 개최, 생활불편 및 시정제안 등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반영 및 소통기회 제공                      
       

•참가현황 : 총31개팀(국내24, 해외7)

•주요내용 : 자매•우호협력도시 및 국내 공연단 초청을 통한 공연소개
•주요성과 : 역대 최대 국•내외 공연단 초청 및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 호응 고조

구분 국 가 (도시)

해외공연단 7 중국(충칭,칭따오,상하이) / 일본(시모노세키, 나가사키) / 인니(수라바야)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국내공연단 24 한국 / 중국 / 몽골 / 인도네시아 / 브라질 / 케냐 / 아프리카 / 우즈벡 / 필리핀 등

국내•외 초청공연   Overseas  Sister Cities & Domestic Performances

  부산타운미팅 Busan Town Meeting with the Mayor

2015 어울마당 후기집

제10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로고(Logo)노출  Advertising Spo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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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소개합니다!

“매년 2-4만명이 참여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다문화 축제!” 
최고의 문화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축제는 바로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입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도심속 최대 다문화 축제인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은(목표 관람객: 3만여명) 세계 각국의 문화를 보

고 체험할 수 있는 지구촌 행사로 귀 기관의 참여는 국제적인 홍보 및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효율

적인 홍보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본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6년부터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이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행  사  명 :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Global Gathering Festival)

•일        시 : 2016. 5월  중                                                    

•장        소 : 미 정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부산국제교류재단          

•예상인원 : 약 3만명 내외     ※‘15년: 98개 단체(30개국), 170개 부스

•주요내용 : 식전행사, 개회식, 무대공연(국•내외 초청공연), 부스운영(세계풍물•음식전)등

      ▶ 3m×3m Size 공간 활용

② ‘프로모션 부스’ 제공

참여구분 및 혜택사항

“협 찬 금 : 현금 혹은 물품” 

      ▶ 무대 Set를 활용한 Brand 노출           ▶ 행사장 주변 부스 벽면을 활용한 광고         ▶영상(LED)를 활용한 CF, Brand, Title 노출

① 무대 및 행사장 광고 노출

2016 협찬 및 프로모션 안내

2015 어울마당 후기집

제10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 행사장 주변 주차장, 녹지공간을 활용한 배타적 공간 제공



      ▶ 가로등배너 – 행사장 주변 일원(180조)                                                                           ▶ 육교현수막 – 행사장 주변 일원(5개)

       ▶ 지하철 내부광고 – 100량 내외                                                                                              ▶ 기타 행사장 주변 매체를 활용한 Brand 노출

③ 매체광고 및 옥외광고

홍보계획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전 BOOM 조성 BOOM-UP OPEN
추진시기 행사개시 3개월전 행사개시 1개월전 행사개시
목       표 행사인지 화제성 유발 정보전달 및 관심고조
Target 부산시민 및 외국인 누구나 부산시민 및 외국인 누구나 부산시민 및 외국인 누구나

활용매체
포스터, 리플렛 배포

(주한 외국공관•단체, 기타 유관기관 등)
RADIO 등 SPOT 광고실시

부산시 홍보매체(지하철,버스)
전 매체 다각도 활용 이슈화
(TV/신문 등 행사 기사화)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주관하는 (재)부산국제교류재단은 
민간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www.b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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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소통•화합•나눔을 통한 부산의 대표 글로벌 가족축제

기대효과

(향후 소비의 주체가 될 아동 및 청소년 연령층 포함)

Main Target

기관의 공익적
이미지 구축

Image

기업홍보효과
극대화

Public Interest

및 
프로모션

Program PR

부산시민 및 외국인 누구나    *예상관람객 : 40,000여명

1. 부산시•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다문화축제로서 신뢰도 높은 기업이미지 제고

2. 본 행사를 후원•협찬하는 기관(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하는 공익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라디오, 대중교통 등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다수의 매체를 통해 기업홍보 극대화

3. 후원•협찬 물품의 경품이벤트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한 홍보효과와 브랜드 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