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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시회 개요

행사명 : SEOUL FOOD 2019 (37회)

기 간 : 2019. 5. 21(화) ~ 24(금) / 4일간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KINTEX(1~5, 7~8홀) / 76,121㎡

시 간 : 10:00~17:00

참가업체 현황 : 50개국 / 1,500개사 / 3,000부스

주 최/공동주최 : KOTRA / UBM, KIN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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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OUL FOOD 2019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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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시장 내 참관객 유입 확대안

 1전시장 5개홀 입구 LED 전광판 및 각종 현황판에 2전시장 소개 및 개최 프로그램 노출
 8홀 내 기기바이어 상담회, 세미나, Job Fair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참관객 유입 제고
 7, 8홀 입출구 운영방식 변경(입구 : 7,8홀 / 출구 : 8홀), 8홀 임시주차장 운영을 통해 참관객 관람 유도
 SEOUL FOOD 공식 홍보대행사를 통해 7, 8홀 참가업체 제품 언론에 집중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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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OUL FOOD 2019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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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식품 및 호텔 & F&B 산업 트렌드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식품 종사자들을 위한 글로벌 식품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장 지원
- 행사명 : Global Food Trend & Tech Conference 2019
(부제 : Discovery-The Adventurous Consumer)
- 일시 및 장소 : 5. 21(화), 09:30~17:40 /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 참관대상 : 식품관련 종사자 약 650명(유료)

- 초청연사(9명) : 해외 연사(8명), 국내연사(1명)
- 발표내용 : 글로벌 식품 트렌드 Top 10, 클린미트, 조미소재혁신, 패키징 이노베이션, 푸드디자인 씽킹,
프랜차이즈 트랜드 등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관광, 호텔 및 F&B 전문가와 함께 트렌드 분석 및 미래 가이드라인 제공
- 행사명 : 2019 호텔 & F&B 산업 트렌드 컨퍼런스

- 장소 : 2전시장 8홀 세미나실
- 참관대상 : 식품관련 종사자(유료)
* 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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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OUL FOOD 2019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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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OD 2019 주요 프로그램

 해외 수출 상담회 : 해외 바이어(글로벌, 교포, 유력, 식품기기) 초청 및 상담을 통한 국내기업 수출 지원
 Biz-Consulting : 해외 참가업체 국내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내 바이어와 매칭 및 컨설팅 진행
 국내바이어 유통 상담회 : 국내 대표 유통바이어 초청을 통한 국내참가업체 1:1 상담 지원
 SEOUL FOOD AWARDS 2019 : Innovation, Dessert, Healing, Overseas 총 4개 분야 우수제품 선정
 Culinary Challenge : 호텔 레스토랑 쉐프 및 대학생 등 약 3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조리경연대회
 Job Fair : 국내 식품(외식)기업 홍보기회 마련 및 우수인재 채용의 장
 글로벌 식품 컨퍼런스 및 세미나 : 전 세계 식품산업 리더들과의 Insight 공유 및 네트워크 지원
 Wine Tasting Pavilion 2019 : 미수입 와인 소개 및 참관객 대상 시음 진행

 대기업 신제품 발표회 : HMR 및 PL 신제품 소개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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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전시회 구성

3호선
대화역 방면

KINTEX IC(서울)
6B~C 수출 상담회 개최

200M

참관객 셔틀
버스 승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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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1. 현장 주요 일정

5. 18(토)

• 가스 신청업체 설치 및
반입(16:00까지)

• 독립부스 전시품 반입 /

• 조립부스 전시품 반입 /

08:00부터
• 지게차 이용(08:00~)
• 참가업체 출입증 배포
(10:00~)

08:00부터
• 기술지원 공급(14:00~)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가스,

5. 21~24
(화~금)



화물차만 진입



• 화물 하역장은 승합차,

5. 20(월)




• 부스시공 / 08:00부터

5. 19(일)

• 전시 시간(10:00~17:00)

(참가업체 : 08:00 오픈)
• 전시회 개막식
- 5.21, 11:30 / 4홀로비

전화, 인터넷)

• 전시품 반입 완료(20:00)
• 기술지원 신청 및 변경
(홀별 Help Desk)

• 경량 전시품 철거
(5.24 / 17:30~21:00)
• 중량 전시품 철거
(5.25 / 08: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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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2. 등록 및 신청
등록 서류 신청
1) 등록서류 : 기술지원, 디렉토리, 조립부스 상호간판
(메인, 서브), 상주자 출입증, 어워즈,
SNS 홍보 자료
※ 독립부스는 전기 신청 필수

2)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seoulfood.or.kr)
‘My page’를 통한 온라인 등록
3) 마감기한 : 2019. 4. 12(금)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
1) 신청기한 : 2019. 4. 30(화)
2) 상담기간 : 2019. 5. 21(화) ~ 23(목) / 3일간
3) 신청방법 : My page를 통해 국내 유통바이어 상담회 신청
4) 상담장소 : 국내 유통바이어 라운지 (제1전시장 3홀 후미)
※ 신청 접수 후 전시회 전 메일로 매칭결과 및 일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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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1) 제7회 글로벌 유통기업 초청 입점 상담회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6B홀
- 일시 : 2019. 5. 21(화) / 10:00~16:00
2) 제7회 교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6B홀
- 일시 : 2019. 5. 21(화) / 10:00~16:00
3) Global Food Plaza 2019
- 장소 : KINTEX 제2전시장 6B~C홀

- 일시 : 2019. 5. 22(수) / 10:00~16:00
4) 식품기기(FOOD TECH)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 장소 : KINTEX 제1전시장 5홀, 제2전시장 8홀
- 일시 : 2019. 5. 21(화) /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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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3. 반입 및 반출
참가업체 주차서비스
※ 전시 기간 중 참가업체 분들의 원활한
주차 편의를 위해 임시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아울러, 전시 기간 중 참관객 분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메인 주차장은
무료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
참관객

1전시장 메인 주차장

1,950

2전시장 지하주차장

1,800

2전시장 9-10홀 뒤
참가업체

주차수

임시주차장

2,500

8홀 옆 임시주차장

350

합계

임시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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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장치 및 반입
화물차 및 승합차는 화물 하역장을 통해 전시장 내부로 진입 가능
1) 장치일자 : 5. 18(토)~20(월) / 08:00~20:00
2) 전시품 반입 (독립/조립)
독립 : 5. 19(일)~20(월) / 08:00~20:00
조립 : 5. 20(월) / 08:00~20:00
3) 지게차 이용
반입 : 5. 19(일)~20(월) / 08:00~20:00
반출 : 2019. 5. 24(금) / 17:30~21:00
2019. 5. 25(토) / 08:00~17:00
※ 참가업체 무료 이용(3t, 5t, 7t / 총 8대)

4) 기타
- 화물하역장은 화물차 및 승합차만 진입 가능
- 가스 신청업체 반입 및 설치 : 5. 18(일) /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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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안전모 착용
1) 착용대상 : 장치업체, 주최자, 참가업체(미 착용시 출입 불가)
* 킨텍스 전시홀 안전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
2) 착용해제 : 2019. 5. 20(월) 12:00 이후
- 상기일 이전에 전시장 출입 시에는 안전모 착용
- 독립부스는 협력 장치업체에 안전모 사전 준비 요청
(조립부스는 가급적 20일 12:00 이후에 반입)
※ 안전모 판매 : 1, 2전시장 비즈니스센터 (로비에 위치/6천원)

기술지원 공급
1) 공급대상 : 전기, 급배수, 압축공기, 전화, 인터넷
2) 공급기간

- 기술지원 점검 완료 : 5. 20(월) / 14:00 부터 예정
※ 홀 별 전시장 안전 검사 완료 후 단계별 제공

- 기술지원 공급 일정 : 5. 21(화)~24(금) / 08:00~17:30
※ 24시간 전기 필요 시 반드시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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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전시회 일정 및 신청내역

전시품 반출
1) 전시품 반출 일정
- 경량 전시품 : 2019. 5. 24(금) / 17:30~21:00
- 중량 전시품 : 2019. 5. 25(토) / 08:00~17:00
※ 지게차 무료 이용(총 8대)

2) 전시품 반출 절차
- 전시 중에는 전시품 반출을 일체 금지
※ 부득이하게 반출 할 경우 주최자와 협의 후 Help Desk에 비치된
‘전시품 반출 신청서’를 작성 후 경비원에게 전달

- 전시회 마감 시간 이후 17:30 화물 출입구 오픈과 함께
자율 반출 ※ 전시품 반출 신청서 작성 불필요

 전시품 반출 기간에 화물 하역장에는 화물차만 진입 가능
 반입 시 허용됐던 승합차도 반출시에는 전면 진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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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시장 내 지원서비스

Help Desk
1) 개설기간 : 2019. 5. 19(일)~5. 24(금)
2) 개설위치(입구 벽면)
- 1전시장 : 1~2홀 (식품 국내관), 3~4홀 (식품 국제관),
5홀(호텔기기전)
- 2전시장 : 7홀~8홀(식품기기전, 포장기기전)
3) 주요기능 : 참가업체 및 참관객 응대 / 참관객 응대 서비스

비즈니스센터
1) 개설기간 : 2019. 5. 21(화)~24(금)
2) 개설위치 : 1전시장 내 2홀 / 2전시장 7홀 (총 2개소)
3) 제공내역
- 참가업체 상담, 참관객 응대 서비스, 통역 지원
- 각종 기자재 지원(PC, 인터넷, 복사기, 팩스기,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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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시장 내 지원서비스

주최자 사무실
1) 식품분야 주최자 사무실

- 개설기간 : 2019. 5. 18(토)~5. 25(토)
- 개설위치 : 1전시장 2층 208B
- 업무내용 : 전시장 전반 관리 및 감독

2) 식품기기분야 주최자 사무실
- 개설기간 : 2019. 5. 18(토)~5. 25(토)
- 개설위치 : 2전시장 1층 7B홀 입구 옆
1전시장 5Hall 입구 주최자 사무실

- 업무내용 : 전시장 전반 관리 및 감독
※ 주최자 사무실에서는 참가업체 전시품목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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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시장 내 지원서비스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장
1) 개설기간 : 2019. 5. 21(화)~23(금) / 3일간
2) 개설위치 : 1전시장 3홀 후미
3) 주요기능
- 사전 및 현장 바이어 상담 신청 참가업체 대상 상담회 진행
- 각종 기자재 지원(PC, 인터넷, 복사기, 팩스기, 정수기)

출입증 발급대
1) 개설기간 : 2019. 5. 19(일)~5. 21(화) 오전까지
2) 개설위치 : 1전시장 1~2홀 로비, 3~4홀 로비, 5홀 로비
2전시장 1층 7홀 입구
3) 주요기능 : 참가업체 상주자 출입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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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스장치 및 기술지원 안내
1. 부스 형태
조립부스
1) 주최자가 설치 및 철거
2) 제공내역
- 메인 및 서브 상호간판(국/영문), 조명등(100W)6개, 안내데스크
1개, 상담테이블 1개, 의자 4개, 바닥 카페트(회색), 콘센트 1개
(2구), 휴지통 1개
※ 상호간판은 회사명 또는 브랜드 명을 국/영문으로 제작
※ 조명등 위치는 참가업체 변경 가능
<부스 당 차등 제공>
신청부스

1부스

2부스

3부스

4부스

5부스 이상

상담테이블(+의자)

1set(3)

1set(4)

2set(6)

2set(8)

3set(9)

스포트라이트

6ea

12ea

18ea

24ea

30ea

안내데스크(+의자)

1set

1set

1set

1set

1set

전기 콘센트

1set

1set

2set

2set

3set

전기(kW/220 단상)

1kw

2kw

3kw

4kw

5kw

휴지통

1ea

1ea

2ea

2ea

3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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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스장치 및 기술지원 안내

독립부스
1) 참가업체가 설치 및 철거
※ 주최자 제공 사항 일체 없음
2) 유의 사항
- 주최측에게 평면도, 입면도 제출
(급배수, 전기 분전함, 인터넷 위치 표기 / 2019. 5. 3(금)한
- 독립부스 높이(1~4홀 : 4m, / 5홀 : 전방 3.5m, 중간4m,
후방4.5m / 7~8홀 : 전방 3.5m, 후방 4m로 제한
- 디자인, 시공, 기술지원 종합적 준비 요망

- 반드시 전기 1kW 이상 신청 및 비용 납부
- 독립부스 설치 공사는 KINTEX 지정 장치업체만이
시공 가능하며, 자체시공은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자등록 종목에 장치 가능(실내장식, 광고물제작,

가구제조 등) 항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허용
※ 주최 측에 반드시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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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스장치 및 기술지원 안내
2. 기술지원 (‘My page’)
전기
• 공급일시 : 2019. 5. 20(월) 14:00 이후 공급 예정

• 장치기간 중 작업용 전기는 주최 측에서 제공
• 전기 신청 시 전시품의 형태 및 전력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여유 있게 신청
• 단상 220V 이상 기준으로 110V 강압 시 필요한 강압기(다운트랜스)는 참가업체가 직접 준비
• 24시간 전기를 요하는 전시품목(냉동고, 냉동식품)은 반드시 24시간 전기로 신청(매일 17:30 전원 차단)

• 설치내역
- 조립부스 : 1kW, 콘센트 제공(부스 당 차등 제공)
- 독립부스 : 주간선, 분전함
※ 독립부스는 반드시 전기 1kW 이상 신청

※ 신청 전기 용량 이외 사용으로 인한 과부하에 대해서는 참가
업체 일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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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스장치 및 기술지원 안내

전화 / 인터넷
• 전화 / 인터넷 개통 예정 일시 : 2019. 5. 20(월) / 14:00 예정
• 전화번호는 전화기에 부착 / 인터넷 IP 주소는 Lan선에 부착
• 전화 신청비 납부 후 별도 추가 비용은 없음

• 주방요식기기 전시품 동일 주파수로 인해 무선 인터넷(Wi-fi) 사용 힘듦
※ 부스 규모가 큰 참가업체는 현장에서 KT 관계자에게 설치 위치 통보

급배수 / 압축공기
• 급배수 / 압축공기 개통 예정일시 : 2019. 5. 20(월) / 14:00 예정
• 급배수 / 압축공기 배관작업은 메인 트랜치에서 부스 내까지
이며 이후 사용기계까지의 작업은 참가업체가 직접 실시
※ 수도꼭지는 무료 제공되나, 싱크대는 참가업체 별도 준비(배수통 준비 필수)

구분
내

급수

경

15m/m

사용압력

6㎏/㎠

배수
25m/m

압축공기
9m/m

8㎏/㎠(말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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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부스장치 및 기술지원 안내

LNG 가스
• LNG 가스 시설은 KINTEX 전시장 1, 7~8홀 지정위치에만 설치
• 가스관 내경 : 15m/m, 밸브
※ 5. 18(토) 16:00까지 가스 사용 전시품 반입 완료
• 가스 사용 업체는 반드시 사용기구 및 가스 사용량을 파악하여 주최자에 제출
※ 가스 시설 이외에는 전기 기기(예: 인덕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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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필수 등록서류

디렉토리
1) 디렉토리 등록 방법 : 홈페이지 내 ‘My page’를 통한 온라인 등록 요망(빈칸 없이 게재)
2) 제출기한 : 2019. 4. 12(금)
3) 디렉토리 유료광고
- 신청기한 : 2019. 5. 10(금)
- 광고규격 : 가로 194x263(컬러)
- 광고료

게재면
표지4

국내업체

비고

1,320,000원

표지2, 3 및 대면

880,000원

내지

660,000원

전액 납부 후 게재 가능
부가세 포함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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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필수 등록서류

참가업체 상주자 출입증
• 신청 방법 : 2019. 4. 12(금)까지
1전시장 1~2홀 로비, 3~4홀 로비, 5홀 로비,
2전시장 7홀 1층 입구에서 배포
• 참가업체 상주자 출입증은 부스 규모에 따라 차등
[부스 규모에 다른 출입증 신청 수]
- 1~2부스 : 4ea / 3~5부스 : 8ea / 6~9 : 10ea
- 10~19부스 : 16ea / 20부스 이상 : 30ea

25

VII. 필수 등록서류

조립부스 상호간판 신청
• 홈페이지 내 ‘My page ’를 통해 조립부스 상호간판(메인, 서브)을 4월 12일(금)까지 등록

• 참가업체의 상호가 통일된 글씨체로 간판에 설치 및 부착
• 상호간판에 브랜드명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함께 표기
※ 2부스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표기 가능
• 해외 에이전트인 경우, 국문은 에이전트/영문은 본사명 기입 가능
※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조립부스 참가업체는
시공업체에 개별 연락하여 비용 납부 후 부착 가능
*식품 및 식품기기 장치 대행사 선정중 / 추후 별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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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부스 배치

부스배정 순서

전시회 별



부스 규모 및

과거전시 참여횟수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 순

27

IX. 사전 참가업체 배포물

초청장
• 온라인 초청장(메일, 모바일) 서비스 및 우편발송 동시 진행
 온라인 초청장 안내는 4월중으로 안내 예정
• 부스 규모 별 초청장 발송 수량
- 1~2부스 : 200ea / 3~4부스 : 300ea / 5~9부스 : 500ea
- 10~19부스 : 800ea / 20부스 이상 : 1,000ea
※ 추가 요청 시 주최 측 문의

주최 측에서 참가업체 계정 생성 및

부스 규모 별 초청장 개수 할당



참가업체 로그인



문자 / E-mail 중
자유롭게 선택





전시장 입장 바코드 발급

초청장 내용

작성 후 발송
(제목 변경 불가)



초청장 수신자는 개인정보 입력 후

수신자 정보 입력
28

IX. 사전 참가업체 배포물

참가업체 안내서
• 전시 관련 모든 사항이 담긴 안내서로
전시회 전 반드시 숙지 요망
※ 홈페이지 자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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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타

후원사 모집
 Culinary Challenge 2019 후원사 모집 中
ㅇ Culinary Challenge는 호텔/레스토랑 쉐프 및 요리 전공자 등 약 300명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조리경연대회
ㅇ 후원사 특전
1. 직접 타겟 노출 (B2B)
2. 행사 현장 홍보 활동
3. 주최 측의 대외 홍보
ㅇ 후원사 제공사항
1. 후원금 : 1클래스 당 4,500달러-2,500달러-1,500달러 선택가능
2. 후원 물품 : 경연에 사용할 식재료 및 수상자 상품
ㅇ 문의 : UBM 임태영 사원 (02-67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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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기타
참가업체 지원
 참가업체 대상 세미나실 지원 서비스
- SEOUL FOOD 2019 참가업체 대상 전시 기간 세미나실 무료 지원
- 신청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는 4. 12(금)까지 홈페이지 내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회의실 임대 신청서’를 다운 받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Tel. 02-3460-7263 / E.mail. info@seoulfood.or.kr)
 참가업체 대상 자체 진행 이벤트 지원
- SEOUL FOOD 2019 식품기기전 참가업체 대상 전시 기간
자체 프로모션 홍보 및 현장 발표회 무대 지원

- 신청을 희망하는 참가업체는 5. 8(수)까지 홈페이지 내
각종 서식 다운로드에서 ‘이벤트 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Tel. 031-995-8213 / E.mail. seoulfood@kin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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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FOOD 2019 조립부스 운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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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벽체 그래픽 부착 관련 안내 (예시)

부스 벽체를 활용하여 그래픽을 준비/부착 시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디자인, 출력 및 시공은 각 업체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유포코팅 : 부스 벽체 한 칸의 크기(950*2380mm)를 고려하여 적당한 사이즈로 출력 후,
4면 귀퉁이 또는 위아래 3cm 정도만 부착
* 뒷면을 다 벗겨내고 벽체에 부착하시면, 벽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따른 합판 손상 비용 청구
 족자형태(재질 PET) : 벽체 사이즈(950*2380mm)를 감안하여 적당한 사이즈로 제작 후
와이어 고리 또는 S자 고리를 활용하여 거치

 포스터

: A1 사이즈 또는 원하는 사이즈로 포스터 출력 후 스카치 테이프로 부착

 폼보드

: A1 사이즈 또는 원하는 사이즈로 유포코팅 출력 후 폼보드에 배접,
원하는 벽면에 투명박스테이프로 1차 붙인 후, 그 위에 3M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폼보드 부착.
* 그래픽 부착을 위해 벽체에 직접 테이프를 붙였을 경우, 철거시 반드시 원상 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유포코팅 사례)

(족자형태 사례)

(포스터/폼보드 형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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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Booth Decoration

Help Desk

 전시부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가구는 임대제품이며 재활용됩니다.

 위치 : 2홀, 3홀, 5홀, 7홀, 8홀

 벽체나 시스템에 구멍을 뚫거나 못을 박는 등의 손상을 입히면 안됩니다.
 유포/출력지 등으로 벽체 전면에 부착할 경우 역시 합판이 손상되므로 가급적
피해주시고, 불가피하게 부착해야 할 경우는 투명 테이프를 먼저 부착한 후
그 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해주세요.
 패널 또는 액자를 걸어야 할 경우 S자 고리 또는 와이어 고리를 이용바랍니다.
 통로에 장식물이 돌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S자 고리나 와이어고리는, 전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우니 미리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대형 문구점에서 판매)

주의사항
 전력은 조명을 포함하여 한 부스당 1kW씩 제공됩니다. 24시간 전기가 필요하거나

전력 소비량이 많은 전자 제품 사용시에는 반드시 추가 전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귀중품은 각자 보관 하셔야 하며 분실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상호 간판명은 업체에서 직접 My Page에 입력하신 내용으로 표기되며,
참가사의 오타나 실수로 인한 현장 재출력의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시 준비 기간 중 참가사 지원 업무
1. 전시 부스내 시스템 유지 및 보수
2. 가구 및 비품 지원 업무
3. 조명, 콘센트 지원 업무
4. 기술지원 신청 업무
5. 바닥 카페트 지원 업무

 유지 및 보수 접수 방법
1. 헬프데스크 방문
2. 접수 대장 기록 (내용, 방문자, 연락처 기재)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투입하여 해결
4. 완료 사항 체크 후 접수 대장에 기록된 연락처로
결과 통보

(와이어 고리)

(S자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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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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