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구성안
Booth Layout

Hall A

Hall C

Fine Food & Organic

Bread, Bakery & Dessert

· 프리미엄농수축산물관
· 강소농대전

· 베이커리페어
· 베이커리 경연대회

Hall B

Tech & Equipment
· HMR간편식
· 푸드테크산업전 (FITS, Food Industry Technology Show)

Grand Ballroom

Conference
·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

· Kitchen Fair
· 코엑스 디저트쇼

Hall D
제 25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개최로 인해
2020년에는 코엑스 푸드위크가 D홀에 개최되지 않습니다.

컨퍼런스룸
· 식품시장 트렌드 및 기타 세미나
· 국내유통외식바이어 초청상담회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2020 베이커리페어
2020. 11. 25(수) – 28(토), 코엑스 C홀

코엑스.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무역센터 코엑스

T. 02.6000.1422/1057/1071

E. foodweek@coex.co.kr

www.foodweek.co.kr
Coex Food Week

UFI (국제전시연합) 인증 국제 전시회
전시산업진흥회 국제인증전시회

전시회 개요
Show Overview

2020년 11월 25일(수) – 28(토), 코엑스 3층 C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기술을 선보이는
베이커리페어
전문 전시회 기업 코엑스와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함께하는 본 전시회는
제과제빵의 전문성과 기술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문화에 있어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2020 베이커리페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명칭

[국문] 2020 베이커리페어
[ENG] Bakery Fair 2020 (BAF 2020)

주최

(사)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주)코엑스

규모

150개사, 360부스, 5만 참관객

동시개최행사

Coex Food Week
[ 2019년도 개최결과 ]
코엑스 전시장 전관 개최
총 18개국, 872개사, 1,943부스 참가
44,125명 참관 (*등록객 기준)

부대행사

2020 베이커리페어 경연대회 및 작품 전시, 국제대회 수상작 전시
제4회 코리아 마스터 베이커팀 챔피언십
제11회 건강빵 샌드위치 경연대회
제11회 학생 쌀케이크 만들기 경연대회
2020 우리농산물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
제3회 브런치 경연대회
제1회 벨리체 초콜릿 경연대회
제과제빵 세미나, 해외 유명기술인 초청 세미나
동네빵집 페스티벌
케이크, 쿠키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 상기 부대행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시품목
베이커리 &
디저트

베이커리, 케이크, 초콜릿, 캔디, 젤리, 마카롱, 아이스크림, 빙수, 한과, 피자,
샌드위치, 에피타이저 등
※ 코엑스 디저트쇼 동시 개최

음료

커피, 차, 주스, 주류( 와인, 전통과일주, 샴페인, 칵테일, 맥주 ) 등

원부재료

우유, 원두, 카카오, 견과류, 버터, 치즈, 과일, 시럽, 식품첨가물 등

장비 및 기계
점포설비

제분기, 반죽기, 도우컨디셔너, 성형기, 오븐, 믹서, 제빙기, 포장기계 및 자재,
홈베이킹 기기, 커피머신, 차음료 추출기계 등
매장 인테리어, 쇼케이스, 컨설팅, POS System 등

리빙 & 인테리어

홈베이커리 리빙, 식기류, 커피&티 용품,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

교육 및 매체

제과제빵 / 외식 / 커피 관련 학교 및 학원, 전문 매체 및 미디어 등

참가신청안내
특별기획관
참가안내
Participation
Special
Pavilions
Guidelines

베이커리계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
베이커리 전문 기기 및 장비를 비롯하여 원부재료, 도구류, 쇼케이스,
포장용품까지 제과제빵에 필요한 우수제품이 한 곳에 모이는
국내 최고의 제과제빵 전문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일년에 딱 한번, 베이커리페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보세요!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기술을
선보이는 베이커리 페어!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가 함께하는 본 전시회는
제과제빵의 전문성과 기술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짝수 해의 베이커리페어 / 홀수 해의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베이커리페어와 SIBA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내 대표 제과제빵 전문 전시회 입니다.
각 행사의 개최년도를 짝수 해와 홀수 해로 지정하므로 매 해년 업계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및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전시전문기업인 코엑스가 주관하는 자매 행사로써 최상의 전시회 퀄리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식문화에 있어 새로운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국가대표부터 스타트업 파티시에까지 함께 즐기고 배우는 기술의 향연
2016 세계제과월드컵대회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전세계에서 인정 받은 대한민국의 제과제빵 기술,
약 1,000명에 달하는 제과 기능장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스타트업 파티시에의 도전적 아이디어가 교류하는
업계 최고의 네트워킹 행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BAF 2018 행사사진

참가신청안내

Gallery of BAF 2018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신청 안내

※ Bakery Fair 와 SIBA는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짝수년도)

(홀수년도)

참가신청서 작성

계약금 납부

신청기한

부스비 총액의 50%

2020.9. 29(화) 마감

납부기한 : 2020. 9. 29(화) 마감

전시회 개막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 이용료

2020. 11. 25(수)

납부기한 : 2020. 11. 6(금) 마감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신청은 온라인 사이트 exhibitor.cybercoex.co.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신청
납부안내 업체별 가상 계좌발급, 사무국 문의

참가신청 및 계약안내
부스비

부스이미지

구분
조기 신청
(2020. 5. 29까지)

일반 신청

부스타입

금액

독립 부스

￦ 2,070,000

조립 부스

￦ 2,470,000

프리미엄 부스

￦ 3,070,000

독립 부스

￦ 2,300,000

조립 부스

￦ 2,700,000

프리미엄 부스

￦ 3,300,000

독립부스 (전시 면적만 제공)

(2020. 9. 29까지)

조립 기본부스
내부조명(12W LED)
상호간판
바닥
(지정색 파이텍스 마감)

부대시설 안내

상세

금액

주간용과 24시간용이 있으며,
단상 220V(60Hz), 삼상 380V(60Hz)로 구분

주간 : 80,000원 / KW

구분
전기

전화

별도 정산 없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로 구분

24시간 : 90,000원 / KW
시내/외 : 50,000원 / 대

전시품 작동을 위해
급·배수 및 압축공기 필요 시 신청

200,000원 / 소

인터넷 전용선(LAN)

인터넷 필요 시 신청(유선)

200,000원 / 소

LPG가스

LPG 가스

700,000원 / 소

1. 품목별 관구성원에 따라 zoning별로 1차 배치
2. 신청서 제출일자, 참가비 납입순서, 참가규모, 참가횟수를 고려하여 배치

안내데스크
(W)1mX(D)0.5mX(H)0.75m

프리미엄부스

국제 : 200,000원 / 대

급배수 및 압축공기

부스 배치의 기준

접의자

※ 프리미엄 부스의 경우 시안 변경이 가능합니다.
※ 조립부스와 프리미엄 부스에 한하여,바닥 파이텍스 설치 및
내부 기본 조명이 설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