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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Leading

식품 트렌드 키노트 스피치, 신제품 발표회, 트렌드 컨퍼런스, 시식 프로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 트렌드를 리딩 합니다.

Exhibition
전시회

Coex Food Week는 식품업계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반기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로,

Hybrid Platform

소비자와의 소통창구이자 새로운 마켓 플레이스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에서 더욱 확장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Show Overview
전시회 개요

Spotlight on you

Farm to Table관, 기능성식품관, 홈쿠킹페어, 우리아이 먹거리전 등
최신 이슈를 반영한 특별관을 통해 업계와 대중이 주목합니다.

기간

2021. 11. 24(수) - 11. 27(토), 4일간

장소

코엑스 A, B홀

규모

국내외 500개사, 800부스, 참관객 40,000명

주최

코엑스

2019년 참가 규모
총

18개국, 872개사, 1,943부스(해외 63개사, 61부스)

총 참관객

44,125명 *등록객 기준

인증

해외 참가 국가
후원(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농촌진흥청, 강남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호주, 필리핀, 일본,
벨라루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터키, 이탈리아, 체코, 네덜란드, 브라질

Floor Plan
행사장 구성
장소

내용

Hall A

프리미엄 농수축산물전/지역특산물전
코리아베이커리쇼 (舊 SIBA-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코엑스 디저트쇼, 코엑스 티페어

Hall B

푸드테크산업전, Farm to Table관
HMR간편식페어, 홈쿠킹페어
기능성식품전, 우리아이 먹거리전(Baby & Kids Food Fair)

Lobby

온라인 쇼케이스, 크리스마스 마켓

Grand Ballroom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Conference Room

식품 트렌드 컨퍼런스 및 기타 세미나

※ 공간 구성은 주최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iz-Matching Program

Korea Foodtech Conference

바이어 상담

코리아 푸드테크 컨퍼런스

신규 국내외 바이어 확보,
비즈니스 거래의 확장

KOREA FOODTECH
CONFERENCE 2021

Results 2020

Conference & Events

Post Conference

2020 개최결과

컨퍼런스 및 부대행사

2020 개최 결과

국내 최대 규모 온·오프라인 국제 식품 전시회

· 푸드테크, 콜드체인, 식품안전, 식품산업 상생 방안 등 식품과
관련한 유용한 강연 및 컨퍼런스를 준비 중입니다.

· 식품 산업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독일농업협회(DLG)와 코엑스가 공동 주최하는 푸드테크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변화하는 식품 시장의
미래 트렌드를 다루었습니다.

2020년도 국내 식품 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
코엑스 푸드위크는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국내·외 식품업체들에게
판로 확보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12개국 310개사, 654부스, 16,872명 참관
312개사, 567부스, 50,000명 이상의 누적 방문객 기록

황금같은 바이어 만남의 기회!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
35개국 1,029명의 바이어 참가!

※ 세미나 동시개최를 희망하시면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 원데이 클래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행사들이
전시장 내에 개최됩니다.

Theme
2021 컨퍼런스 주제

Sustainability & Digitalism in Food Market
· 대체식품, 식품 위생, 식품 자동화 등 식품 관련 산업과
최신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 및
업계 리더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를 선보입니다.

코엑스는 국내·외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전시회 참가기업과의 1:1미팅을
조성해드립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업 성장을 위해
현장 미팅과 함께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동시 진행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전시회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329억 원의 상담 금액, 계약금액 약 171억 원!
해외 바이어 상담회 260만 불의 상담 금액, 계약금액 120만 불!

2021년에도 국내를 넘어
유럽, 미국 등 세계시장의 선두에 있는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합니다!

국내 바이어 상담회

T. 02-6000-1422

H. www.kfoodtech.co.kr

Participation Guidelines

온라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디렉토리

참가신청 안내

· 기업 별 회사 및 제품 소개 페이지 제공

· 코엑스 1층 로비 또는 전시장 내 주요 동선 상에
· 기업 E 브로슈어 탑재 및 업체 담당자 문의 창구 개설 배치 예정
· 오프라인 배치도 내 포함
·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
· 온라인 참가기업의 영상 컨텐츠 또는 실물 제품
※ 오프라인 행사 참가 시 무료 제공
전시가 가능한 쇼케이스 제공
온라인 디렉토리

참가절차
참가신청

계약금 납부

잔금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사용료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2021.09.30(목) 마감

납부기한 :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 부스 소진시 조기마감
※ 조기신청기한 : 2021.05.31(월)

참가신청서 제출 공식 홈페이지 www.foodweek.co.kr
참가비 납부처

프리미엄 쇼케이스 (1m X 1m)

참가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디렉토리 예시]

·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내 판매 방송 진행
· 현장 스튜디오 제작 및 전문 쇼호스트 제공

[프리미엄 쇼케이스 예시(택1)]

[라이브커머스 예시]

미팅 신청 및 브로슈어 열람

납부기한 : 2021.11.05(금) 마감

온라인 회원가입 후 아이디/비밀번호 발급

라이브 커머스

개막 2021.11.24(수)

참가타입, 부스 수, 부대시설 신청

기업 및 담당자 연락처

대표 이미지

업체별 가상계좌 발급, 사무국 문의
▲ 제품 전시형 쇼케이스

참가 유형 및 유형별 참가비 안내

기업 및 제품 소개

오프라인 부스 참가
독립부스 (전시 면적만 제공)

조립 기본부스

프리미엄부스 A

프리미엄부스 B
제품, 견적 등 문의 창구

내부조명(12W LED)
상호간판

▲ 영상형 쇼케이스

바닥(지정색 파이텍스 마감)

신청 구분

제공 내용

온라인 A Type

온라인 디렉토리, 프리미엄 쇼케이스

접의자
안내데스크
(W)1mX(D)0.5mX(H)0.75m

신청 구분

조기 신청

일반 신청

부스 타입

부스비(부가세 별도)

독립부스

\2,070,000

조립부스

\2,470,000

프리미엄 부스 A

\3,070,000

프리미엄 부스 B

\3,270,000

독립부스

\2,300,000

조립부스

\2,700,000

프리미엄 부스 A

\3,300,000

프리미엄 부스 B

\3,500,000

2021.5.31(월)까지
신청 및 계약금 납부 시 적용

규모 할인

10부스 이상 신청 시

연속 참가할인

3년 연속 참가 시(4년차부터 적용)

※ 규모 할인과 연속 참가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 참가 기업이 라이브커머스 입점을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본 구성은 한정적으로 제공되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스폰서십 참가
신청 구분

2021.9.30(목)까지 신청 시 적용
※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오프라인 부스 할인 혜택
분류

\ 5,000,000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는 조기 신청 및 기타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쇼케이스 참가 시, 샘플 제품 또는 영상 등의 마케팅 자료는 참가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아 진행합니다.

※ 프리미엄 부스 시안은 별도 안내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제공된 시안 중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2,500,000

온라인 디렉토리, 프리미엄 쇼케이스

온라인 B Type

비고

참가비 (부가세 별도)

할인율
독립부스 기준 10% 할인

Diamond(1개사 단독참가)

Platinum

Gold

Silver

전시장 내부배너 1개

○

○

○

-

온라인 배너

○

○

○

○

코엑스 광고 구좌 택1

○

○

○

-

옥외광고 구좌 택1

○

○

-

-

사이니지 광고

○

-

-

-

지류 제작물

○

○

○

-

온라인 디렉토리 상단배치

○

○

-

-

부스배치도 표기

○

○

○

○

Exclusive

○

-

-

-

※ 온오프라인 참가사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비용 및 스폰서십 진행 관련 세부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