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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를 맞는 태국 방콕 식품전시회는 전 세계에서 35,000명이 방문한 바이어 상담중심의 전문 무역전시회입니다.
아시아의 심장으로 통하는 전략적 위치에 놓인 태국은 오늘날 식품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 중
한 나라입니다. 태국방콕 식품전시회를 통하여 6억 아세안 인구의 거대 식품시장으로의 수출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
다.

www.worldoffoodasia.com

귀사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WoFA 2017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전시장

2017년 5월 31일 ~ 6월 4일 (5일간)
임팩트 전시장(Impact Exhibition Center), 태국 방콕
Koelnmesse GmbH
쾰른메쎄는 독일 최대의 무역 전시회 주최사로 약 75개의 국제 전시회와

주최자

340,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2,000개의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5개가 넘는 지역에서 수출기업들의 전문 파트너로서
무역 전시회 및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믿을 만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개최전시회

World of Food Service / World of Coffee & Tea / World of Seafood
Ÿ 일반 식품 - 낙농제품, 유제품, 신선농산물, 일반제품, 제과제빵, 곡식, 육류, 김,
수산식품, 완제품, 냉동식품, 건강식품, 호텔식품, 할랄(Halal)식품 등
Ÿ 주류 및 음료 - 각종 주류 및 음료 등

전시품목

Ÿ 식품원료 - 식재료, 조미료, 감미료 등
Ÿ 식품기계 - 가공기술/기기, 위생안전용품, 포장기기, 자동화, 냉장용품
Ÿ 식품기술 - 식품 가공 기술, 케터링 등
Ÿ 간편 조리 식품류 – 캔, 냉동식품 등
Ÿ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전문 B2B 중심의 국제식품전시회
Ÿ 아세안 FTA로 인해, 6억 명의 아세안 인구의 단일시장으로 향하는 관문

전시회 특징

Ÿ 참가기업의 50%가 전시회 기간 중 다음 연도 전시회를 예약하는 높은 인기의 전시회
Ÿ 3일간은 전문 바이어를 위한 무역상담 전시회, 2일간은 일반인들이 방문하는 소비자
전시회로 개최되어 시장분석까지 가능한 전시회
Ÿ 전시회참가기업 수: 1,919개 기업 (그중 955개가 해외기업 - 전년대비 15% 증가)

2016년 도

Ÿ 한국관을 포함하여 19개국의 국가관 참가

개최결과

Ÿ 전시회 개최 면적: 80,000sqm
Ÿ 참관객: 42,528명 (동시개최전시회 포함 – 전년대비 21% 증가)
독립부스

참 가 비

USD 380 / sqm (최소 18sqm)
USD 4,140 / 9sqm

조립부스

(조명 3, 회의탁자 1, 의자 2, 선반 3, 인포카운터 1, 전원소켓 1,
휴지통 1)

글로벌에프엠
참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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