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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전략전시팀
식품분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06792
전 화 : 02)3460-7271, 7263, 3250, 7258
팩 스 : 02)3460-7918
E-mail : info@seoulfood.or.kr

킨텍스 서울푸드 사무국
식품기기분야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우)10390
전 화 : 031)995-8779, 8143, 8213
팩 스 : 031)995-8088
E-mail : seoulfood@kintex.com

2021. 7. 27(화)~30(금)

2021

전시회 개요

Post Corona era

39th

2021

올해로 39회를 맞이하는 SEOUL FOOD 2021은 국내외 식품관련 기업들의 교류 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한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로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참가업체
분들께 최적화 된 마케팅의 장입니다.
SEOUL FOOD 2021은 ‘하이브리드 전시회‘ 개최를 위해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준비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시관을 포함, 행사기간에 개최되는 모든 상담회, 컨퍼런스,
발표회 등은 오프라인 상황에 맞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참가기업분들의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방역 지침과 SEOUL FOOD만의 별도 방역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전시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할 예정이오니, 식품산업 기업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전시회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EOUL FOOD 2021 = 하이브리드* 전시회 (온ㆍ오프 병행)
* 하이브리드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의미로
오프라인+온라인 전시회의 장점만을 융합

참가업체 상시 제품 소개 및 화상상담의 기회! SEOUL FOOD 온라인 전시관 구축
국내 시장 확대를 원한다면 ?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
밀키트 신상품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신제품 발표회
국내외 우수식품 선정을 통한 마케팅 지원, 제7회 SEOUL FOOD AWARDS 2021
식품산업의 최신 이슈 공유의 장, Hybrid Global Food Conference
식품업계의 우수한 인재채용이 필요하다면? SEOUL FOOD Job Fair 2021

전시회 개요
ㆍ기

간 : 2021. 7. 27(화) ~ 30(금) / 4일간

ㆍ장

소 : 경기도 고양시 KINTEX 1~4홀

ㆍ시

간 : 10:00~17:00

ㆍ규

모 : 30개국 / 800개사 / 1,500부스 / 참관객 20,000명 (예정)

ㆍ프로그램 : 화상상담회, Hybrid Global Food Conference, SEOUL FOOD AWARDS, 신제품 발표회, SEOUL FOOD Job Fair 등
ㆍ주

최:

ㆍ공동주최 :

,

2021

참가신청

SEOUL FOOD 2021 전시장 구성

참가신청 (www.seoulfood.or.kr

참가업체

온라인 참가신청)

부스 및 참가비
ㆍ독립부스 - 전시공간(3m x 3m)만 제공
- 부스디자인 및 시공은 참가업체가 직접 준비
- 전시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전기, 압축공기, 급배수, 가스, 인터넷, 전화)은 주최자 및 장치업체와 협의 후 결정
- 2부스 이상 신청가능(신청 전 주최자와 사전 협의)
ㆍ조립부스 -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3.5m 주최측에서 장치 시공
- 공통제공 : 상호간판, 조명 6, 카펫,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의자, 휴지통

1

- 규모별 비품 차등 제공

2

구분

신청부스

안내데스크(인포+의자1)

3

상담테이블(의자)

4

5

1부스

2부스

3부스

4부스

1set

1set

1set

1set

1set(3) 1set(4) 2set(6) 2set(8)

5부스 이상
1set
3set(9)

스포트라이트

6ea

12ea

18ea

24ea

30ea

콘센트(2구)

1set

1set

2set

2set

3set

휴지통

1ea

1ea

2ea

2ea

3ea

전기

1kw

2kw

3kw

4kw

5kw

※ 상기 이미지는 2019년도 조립부스 이미지로 추후 변경 예정

부스배정원칙
ㆍ전시회 별 역대 참가 횟수, 신청 규모, 신청 및 입금 순을 고려하여 주최측 임의 배정
ㆍ4부스 이상 신청업체만 부스배정 협의 가능

참가비
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제 1전시장
ㅣHall 1~2ㅣ서울국제식품기기전, 호텔&레스토랑기기전, 포장기기전
ㅣHall 3~4ㅣ서울국제식품전 국내, 국제관

규격
3m X 3m

참가비(Vat포함)

제공내용

\ 2,750,000

전시면적만 제공(부스자체시공)

\ 3,080,000

면적+기본장치+상호간판+조명

참가비 할인 내역
조기할인

규모할인

특별할인

2021. 3. 31(수)까지
신청 및 참가비 50%
납부시 할인 가능

4~9부스

10~19부스

20부스 이상

2019년에 이어
연속참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참가
(2015~2019)

10%

5%

10%

15%

5%

10%

※ 소상공인 특별할인 : 5%(신청 전 아래 증명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요망)
- 의료보험납입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고지 인원 페이지 필수)
※ 사회적 기업 특별할인 : 5%(사회적 기업 인증서 제출)
※ 할인은 중복 (조기/규모/특별) 적용되며, 독립/조립 부스에 관계없이 독립부스 기준으로 할인율이 적용됨

ex) 독립부스 4개 신청

‘조기할인 10%’+‘규모할인 5%’+ 특별할인(연속참가) 5% = 총 20% 할인
(2,750,000 × 4 × 0.2) = 2,200,000할인 ⇒ 납부금액 : 8,800,000원

2021

 

참가업체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참가업체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무료

[신제품 발표회]
식품산업 품목 중 밀키트 부분 식품기업의 신제품 발표를 통한 트렌드 공유의 장 마련

[Online SEOUL FOOD 구축]

- 주요 내용 : 2021 밀키트 부문 신상품 발표 및 전시

온라인 전시관-화상상담-오프라인 전시회 참가 연속성으로 귀사의 실직적 성악 창출 및 수출 증대 기회를 위해

- 참석대상 : 식품 구매담당, 식품 R&D 관계자, 언론사 등

SEOULFOOD 가 도와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AWARDS 2020

홈페이지 주소 : http://online.seoulfood.or.kr
온라인 전시관

해외바이어 온라인 화상상담회

자율매칭 시스템

기업별 제품 동영상ㆍ이미지,

전시회 참가 전 바이어상담을
통해 전시회 개최 시 실질적인
성약 창출 기회 제공 등
적극적인 수출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에 매칭시스템 탑재,
참가기업과 바이어 간의 자유로운
상담기회 지원

회사소개를 활용한 참가기업의
온라인 상시홍보 플랫폼 제공

제7회 SEOUL FOOD AWARDS 2021

식품 분야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자사의 상품성을 평가 받고
식품
트렌드를 만드는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 대상 : SEOUL FOOD 2021 국내외 식품 참가업체
◆ 특전 :
- 2022년 부스 임대료 10% 할인
- 전시장 내 어워즈 특별존에서 자사 선정 제품 홍보가능(시음/시식 가능)
- 인증 로고 및 인증서 제공, 온라인 기사 배포, 수상 인터뷰 영상 제작 등
- 국내 바이어 상담지원

심사 분야는?
Healing (힐링 부문) : 웰빙 푸드, 건강식품, 오가닉 식품 분야
Dessert (디저트 부문) : 달콤하고 예쁜 디저트 식품 분야
Innovation (이노베이션 부문) : 제조방법이나 패키지가 혁신적인 식품 분야

[Hybrid Global Food Conference]
◆ 국내외 식품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혁신 정보 공유
→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국내외 식품시장, 식품포장기술, 식품유통시장 등에 대해 소개

[국내 유통 바이어 상담회]
전시회 참가업체 대상으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국내 대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소셜커머스, 급식,
온라인쇼핑, 무역회사 등의 바이어와 1:1로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상담회 바이어 후기

2019년 개최결과

- 국내 대표 식품 유통사 33개사 참석 - 상담건수 324건 - 상담실적 1,062억원

N사 홈쇼핑

C사 유통업체

M사 마트

차별화되고 감각적인 상품이 많은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도움이 될 상품들을
다수 확보했고 기타 상품성이 좋지만
공급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OEM
생산도 고려중입니다.

상온 HMR 상품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상품들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차별상품들이 많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시였고, 바이어 상담준비가 잘 되어있어
수월하고 편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제 4회 SEOUL FOOD Job Fair]
다양한 식품산업 일자리 메뉴가 한가득,
훌륭한 식품산업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재채용에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신청대상 : SEOUL FOOD 2021 국내 참가업체

2021
■ 2020 글로벌 푸드 트렌드 & 테크 컨퍼런스
◆ 일 시: 2020. 9. 16(수) 10:00 ~ 16:00
◆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드테크의 전환점을 맞이하다

SEOUL FOOD 2020 REVIEW

◆ 형 식: 온라인 컨퍼런스 (해외 연사: 사전 녹화, 국내 연사: 쿠킹 스튜디오 실시간 중계 /일반 참가자: 온라인 스트리밍)
◆ 대 상: 국내외 식품 관련 산업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

 

◆ 장 소: 오두막 쿠킹 스튜디오
◆ 참가비: 무료

■ 추진 경과

◆ 참석규모: 총 등록인원: 1,172명 / 실접속자 수: 약 600여명

◆ COVID19

영향으로 5월 전시회 9월로 연기 결정(3월 말)
◆ 1차 온라인 화상상담 개최(5. 25~27/3일간)
◆ 9월 오프라인 전시회 취소 결정(8월 말)
◆ 온라인 전시관, 컨퍼런스, 화상상담, 잡페어 온라인으로 개최(9. 15~18/4일간)

■ 성과
온라인 전시관 구축
◆ 코로나

19 사태로 대면 행사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전시관을 개관하여
참가 업체 제품 홍보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홈페이지: online.seoulfood.or.kr
◆ 규모: 참가 기업 413개사 , 바이어 328명, 방문객 90,457여명

상담건수

상담액(백만)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 식품 기술 동향

Brad Babera
굿푸드협회 수석 전문위원

기조연설2

코로나시대의 커피공급망 : 도전과제와 해결책

Joao Mattos
Coffee Manager of CLAC

세션1
언택트
소비트렌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소비심리와 F&B시장 트렌드

남민정
인사이트플랫폼 대표

레스토랑의 미래와 로봇

김민수
우아한형제들 서빙로봇사업팀장

세션2
편리미엄의
가치

건강한 밥상문화를 구현하는 밀키트

임종억
마이셰프 대표이사

개인건강데이터와 레시피기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맞춤형 식단관리

박현진
㈜어메이징푸드솔루션 대표이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밥상의 역전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이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식품 스마트제조 기술

이진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술지주회사 슈팹(주) 대표

세션3
지속가능
식품기술

■ 해외바이어 화상상담회 결과
해외바이어

기조연설1

구분

국내참가기업

1차(5.26~6.30)

212

222

507

36

6

2차(9.1~10.30)

130

106

240

19

6

합계

342

328

747

55

12

패널토론

포스트코로나시대, 푸드테크놀로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질의응답

실시간 Q&A

[좌장] 최태환
팜넷협동조합 이사장

계약추진액(백만)

■ SEOUL FOOD AWARDS 2020
◆ 국내 우수 상품 발굴 및 선정을 통해 각종 혜택 제공 및 상품의 성장 지원
◆ 상품 선정 과정을 통해 현재의 식품 트렌드를 읽고, 향후 식품 트렌드를 만드는 장으로 활용
◆ 수상기업
Healing(힐링 부문) : 화인푸드 주식회사, 말리니, 안성엄마손꾸러미영농조합법인, 아육사청포도와인
Dessert(디저트 부문) : 농업회사법인㈜네이처오다, ㈜황초원, 도울바이오푸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제주자연식품
Innovation(이노베이션 부문) : ㈜엔피베버리지, ㈜에프앤디, 동산식품농업회사법인(유), 농업회사법인 하늘농가㈜

■ 生生 세계 식품 시장 설명회
날짜

형식

발표국가

등록인원(명)

1차

8,12 (수)

사전 녹화 형식

미국,러시아,독일,네덜란드

1,430

2차

8,19 (수)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웨비나

중국,베트남,인도

965

■ SEOUL FOOD Job Fair 2020
◆ 참가기업: 40개사
◆ 면접 건수: 151건 (화상: 34건 , 개별: 117건)
◆ 최종 채용자수: 43명 (18개 기업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