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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1) 행 사 명: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부산 2021 X 부산 디자인 위크

(2) 행사기간:

2021년 6월 17일 (목) – 6월 20일 (일)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부산 2021
VIP Preview, Press
6월 17일 (목)

* Invitation 소지자는 17일부터 관람이 가능합니다.

5pm - 9pm

일반 관람
6월 18 (금) – 19일 (토)
6월 20일 (일)

12pm - 8pm

12pm - 7pm

BUSAN DESIGN WEEK BUSAN
일반 관람
6월 17 (금) – 19일 (토)
6월 20일 (일)
(3) 행사장소:

10:30am - 6pm

10:30am - 5pm
파크 하얏트 부산 6, 7, 8, 9층 및 1층 연회장, BEXCO 제2전시장
(해운대구 마린시티 1로 51 / 대표번호: +82-51-990-1371)

(4) 주 최:

Asia Art Net Committee

(5) 주 관:

Asia Hotel Art Fair Committee
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남산쌍용플래티넘 B-103, 04631
Tel: +82-2-741-6320

Fax: +82-2-741-6319

asiahotelartfair@nate.com
www.hotelartfair.kr

(6) 후 원

(7) 파트너

2. 공통 사항 안내
(1) 작품 설치 및 철수 일정
· 설치 시간은 6 월 17 일 (목) 12:00 - 4:00 까지이며, 철수 시간은 6 월 20 일 (일) 7:00 이후부터
6 월 21 일 (월) 11:00 까지 입니다.
· 호텔 체크인은 6월 17일 (목) 12:00부터 호텔 30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접 하셔야 하며, 체
크인 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아웃은 6 월 21일 (월)
11:00 까지 입니다.
· 객실 사정상 체크인 시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2) 도록 및 Exhibitor 패스
· 6월 17일 (목) 12:00 부터 도록과 Gallery Kit를 운영위(802)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도록은 Deluxe 및 Park Deluxe는 3권씩, Executive Suite 및 Park Suite는 5권씩 제공됩니다.
(추가 도록: 15,000원/권)
· Exhibitor 패찰은 갤러리당 기본 3개가 발급됩니다. (추가 발급: 5,000원)
· AHAF Exhibitor 패찰 소지시 부산 디자인 위크 입장이 가능합니다.
· 작품반출증은 작품 판매 시 반출을 위해 반드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티켓
· 티켓은 VIP Card, Invitation, 입장권 3종류로 구분됩니다.
· Deluxe는 VIP 20매와 Invitation 40매, Suite는 VIP 40매와 Invitation 60매가 사전 배부되며,
추가 발급은 불가합니다. (Invitation과 입장권 소지자는 6월 18일 (금)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입장권은 현장에서만 판매되며 호텔의 1층(1층 살롱 앞) 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VIP 카드 소지시 부산 디자인 위크 입장 가능, AHAF Invitation, 입장권 소지시 부산 디자인
위크 입장권 50%할인 가능합니다.

(4) 카드단말기 사용
· 카드단말기는 참여갤러리가 보유한 무선 카드단말기를 사용해야하며, 유선 카드단말기 사용은
불가합니다.
· AHAF 운영위에서는 대여 또는 결제 대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5) 주차 안내
· 행사 기간 중 참여갤러리의 주차등록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호텔 지하주차장(B2-B6)에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호텔 주차장이 만차일 경우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차비는 무료이며, 발렛비는 20,000원(VAT 포함)입니다.

(6) 작품 보관
· 전시장 내 물품 보관 창고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AHAF 운영위에서는 작품, 포장지 등 어떤
물품도 보관해드리지 않습니다.

(7) 보험 및 면책
· 호텔 내 벽지 및 가구 등을 포함한 전시장 내 모든 물품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갤러리에 있으며, 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도난, 강도, 파손, 누수, 수해, 전시장 내의 이동, 운송 등으로 인한 작품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갤러리에 있으며, 이에 대한 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시장 내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AHAF 운영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AHAF 운영위는 참가 규정을 위반한 참여갤러리를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3. 호텔 관련 안내
(1) 호텔 체크인 및 체크아웃
· 호텔 체크인은 6월 17 (목) 12:00부터 호텔 30층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접 하셔야 하며, 체크
인 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사정상 체크인 시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체크아웃은 6월 21일 (월) 11:00까지 입니다.

(2) 호텔 객실 사용
· 호텔 설치 전 객실 손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사진촬영과 함께 Gallery Kit에 들어있는 객실 데
미지 체크리스트 양식을 작성하여 AHAF 운영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종료 후
손상이 발견된 경우 해당 갤러리에 책임이 있으며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오픈일 작품 설치 후 16:00까지 복도로 쓰레기를 꺼내 두시기 바랍니다. 16:00에 일괄 수거될
예정이며, 이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각 갤러리에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설치 주의사항]
· 호텔 복도에는 작품 설치가 불가합니다.
· 못, 실핀, 테이프 등의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객실 내 벽지 및 가구 등에 못을 박거나
실핀, 테이프 등으로 손상을 가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갤러리에 있으며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객실 내 모든 가구는 이동 및 철거가 불가합니다. 침대를 객실 외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
하며, 비치된 가구도 붙박이 형태도 이동 불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객실 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미니바 등은 사전 철수됩니다. 생수 2병은 일별 무료 제
공되며, 각 객실에 비치된 네스프레소 머신과 캡슐 티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객실 도어는 기본적으로 고정됩니다. 추가로 도어스토퍼 사용이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 객실 청소는 매일 오전 9-11시 사이 하우스 키퍼들이 순회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객실
정비를 원하지 않을 경우 ‘Do not disturb’ 팻말을 미리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객실 및 복도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며, 발각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무료 Wifi는 PW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호텔 조식 할인
· 조식을 원하는 경우 전날밤 12am 전까지 호텔 측에 사전 신청해야 할인 금액을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체크아웃 시 일괄 결제됩니다.
* 사전 신청시: 35,200원 / 현장 이용시 45,000원(VAT포함)

(6) 추가 객실 신청
· 전시 객실 외의 투숙을 위한 추가 객실은 호텔로 직접 문의 및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갤러리에 한해 표기된 할인 금액으로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82 51-990-1369)

4. 작품 반출입 안내
· 로딩덕 높이는 2.7m이므로 운송 차량에 따라 2가지의 경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사진 참조)
· 2.7m 미만의 차량은 로딩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딩덕 이용 차량의 경우 작품을 내리
거나 실은 후 바로 출차해야 하므로 운송사에 사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m 이상의 모든 차량은 로딩덕 출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1.4톤 트럭 이상의 탑차의 경우
1층 로비를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만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 작품 반출입 운송용 핸드카트는 로딩덕과 호텔 로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호텔 벽 등의 손상에
대한 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로딩덕 진입 후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의 동선 (2.7m 미만의 차량)
· 2.7m 미만의 차량은 로딩덕을 이용하여 작품 반입이 가능합니다.
· 호텔 지하주차장 B1 층이 로딩덕이며, 갤러리의 운송차량은 총 5 개의 공간(아래 사진 참조)에
정차 가능합니다.

1. 호텔 정문 및 지하주차장 진입

2. B1층 진입 후 좌회전 (주차장 방향X)

3. 갤러리 전용 로딩덕 정차 공간 (총 5대 가능)

4. 24번 게이트 왼쪽 문을 통해
화물용 엘리베이터 진입

5. 왼쪽 두번째 입구 진입 후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착

· 호텔 정문 하차 후 로비-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의 동선 (2.7M 이상의 차량)
· 2.7m 이상의 모든 차량은 로딩덕 출입이 어렵습니다.
· 1.4톤 트럭 이상 탑차의 경우 1층 로비를 통한 화물용 엘리베이터로만 반출입이 가능합니다.

1. 호텔 정문 쪽 공항리무진버스 표지판 앞 정차

3. 호텔 로비 진입 후 우측의 1F 살롱으로 이동

5. 화물용 엘리베이터 도착

2. 정차 후 경사진 통행로를 따라 이용

4. 좌측 두번째 화물용 or 객실 엘리베이터 사용

5. Floor Plan

객실 도면 및 사진

·

*

룸 컨디션에 따라 약간의 사이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Deluxe
(41-47m² - 약 12-13평)

· Deluxe (40㎡) - Twin

· Park Deluxe
(49m² - 약 15평)

· Park Executive Suite

(67-77m² - 약 20-23평)

· Park Suite
(81m² - 약 25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