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 특징

수도권 제외 최대규모 식품관련 전문 전시회
- 약 200개사 400부스 규모

구매상담회
- 전시회 참가업체 대상 구매상담회 개최 (2022년 484억원 상담)

- 한화, 장보고식자재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삼성웰스토리, SSG, 우체국쇼핑 등 MD 참석

해외 수출상담회(대면)
- 전시회 참가업체 대상 대면 수출상담회 개최
- KOTRA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1:1 상담회
- 2022년 기준 실제 수출 다수 진행 中 / 16개국 28개사

식품산업 관련 네트워킹 기회 확대 
-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식품관련 종사자와의 네트워킹 확대

- 푸드테크 포럼, 산·학·연 포럼, 벤처&창업 지원사업 설명회 등

전시회 개요

명    칭

기    간

장    소

규    모

주    최

주    관

후    원

제23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 (K·FOOD EXPO 2023)

2023. 9. 6(수) ~ 9. 9(토) / 4일간

엑스코 1층 동관 전시장 (10,087㎡)

약 200개사 400부스 (참관객 50,000여명)

대구광역시, 영남일보

엑스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구식품협회, 한국치맥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동시개최 202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Livestock Expo 2023)



● 전시품목

가공식품·소재 및 첨가물관 쌀가공, 육가공, 수산가공, 식품첨가물, 소스류 등

건강·기능 및 유기농식품관 유기농 및 웰빙식품, 영양보충제, 생식, 선식 등

주류·음료관 전통주류, 수입주류, 과실주, 와인냉장고, 홈 Bar 등

커피 & 디저트 산업관 커피 및 부재료, 커피기기, 제과·제빵기계 및 기기, 디저트 등

농·수·축·임산물 및 지자체특산물관 농산물 및 특산품, 축산물, 수산물, 로컬푸드, 6차 산업 등

창업·프랜차이즈 산업관 외식산업설비, 자동판매기, POS시스템, 컨설팅 등

주방기기 및 용품관 주방가전, 가구용품, 주방·요식기기, 위생용품, 캠핑용품 등

식품기계·기기관 급식용기기, 식품포장기기, 식품가공기기, 식품운송장비, 단체급식 및 자재, 시설 및 설비 등

푸드테크관 스마트팜, 플랫폼, 대체육, 서비스·자동화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참가업체
만족도

불만족 21%

만족 79% 참가업체
재참가의사

불참 24%

참가 76%

참관객
만족도

불만족 16%

만족 84% 참관객
재방문의사

불참 2.3%

재방문 97.7%

■ 2022 설문조사

전시회 구성



대구국제식품산업전 사무국  
우)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T  053-601-5311, 5072       F  053-601-5079
E-mail  kfood@exco.co.kr    Web  www.kfoodexpo.com

온라인 참가신청_ 홈페이지 참가신청 (www.kfoodexpo.com)

오프라인 참가신청_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kfood@exco.co.kr/F.053-601-5079)

● 제출처

납부처_ 우리은행 2632-935-4318-142

예금주_ (주)엑스코

● 계좌 안내

● 참가 절차

신청 마감
2023년 7월 31일(월)

참가신청서 작성

2023년 9월 6일(수)

K-FOOD EXPO 2023 개막 

인보이스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계약금 납부 

(참가비 50%)

계약금 납부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납부 
2023년 7월 31일(월)까지

잔금 납부

▶ ▶ ▶

● 참가 신청금액

구 분 내 역 단 가(원) 비 고

부스
타입

독립부스(9㎡) 1부스 1,500,000

-

기본부스(9㎡) 1부스 1,800,000

기본(타워)부스(36㎡) 4부스 8,000,000

프리미엄
부스

18㎡ 2부스 4,400,000

36㎡ 4부스 8,800,000

할인
내역

조기신청 할인
5/31
까지

15% 할인 *독립부스 
단가 기준

*항목별 
중복적용 

가능

재참가 할인
2회 
이상

5% 할인

부스규모 할인
4부스 
이상

10% 할인

● 부스 안내

독립부스(2부스 이상)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전시 장치물 설치 및 장식을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 최소 2부스 이상 시공

기본부스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장치물을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벽체칸막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기본조명(형광등2개, 
스포트라이트3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 전기 1kw

기본(타워)부스(4부스 이상)
기본부스와 프리미엄 부스 중간 형태로 단체관, 공동관 형태로 
참가하는 부스
벽체칸막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기본조명(형광등2개, 
스포트라이트3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 전기 1kw

프리미엄부스(2부스 이상)
기본부스와 독립부스의 중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독립부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부스
벽체칸막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전기배선 (2구, 
콘센트2개), 기본조명(형광등4개, 조명등6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 
전기1kw, 상담테이블 셋트(의자4개, 테이블1개)

참가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