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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급식 및 설비전 사무국

부산급식 및 설비전

2020 부산급식 및 설비전 사무국

부산급식 및 설비전

ㅣBusa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ㅣwww.bexco.co.kr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59, 301호

Tel. (02) 588-2489   Fax. (02) 588-2599

E-mail. foodbusan@gmail.com

2020 부산급식/설비전시회
│동시실시│ 영양사 특별교육



▶ 전시회명 :  2020 부산급식 및 설비전시회 

▶ 전시기간 : 2020. 6. 17(수)~20(토)/4일간

▶ 전시장소 : BEXCO(벡스코)

▶ 전시규모 : 400개사 800부스(부산급식전 +식품대전)

▶ 주    최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한국조리학회,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산시지회,

부울경로컬푸드협의회, 부산조리기계사업협동조합,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

라이브 쿠킹쇼 영양사/조리사 전문 세미나

▶ 교육시간 : 4시간(교육-2시간 30분, 등록 및 휴식 1시간 30분/ 휴식기간 중 전시장 관람)

▶ 교육인원 : 부산, 경남, 울산 초등,중등,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

▶ 교육주최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General Information ● 전시회 개요 Event View

Exhibits Profile ● 전시 품목

●Program  영양사 특별교육

▶급식용 친환경 우수 식자재

농·수·축산물, 친환경(유기농)식품,

가공식품, 발효식품, 식품첨가물,  

디저트 등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시설 및 설비

우수급식업체, 급식용 조리장비 및 

전처리기, 주방시설 및 설비, 냉장 및 

냉동설비, 급식용 테이블 및 집기수거함, 

개인용 소기구 및 집기류 등

▶HACCP/위생설비

HACCP설비, 청소기구 및 용품, 

개인위생용품, 위생 및 소독기기 등  
 

부산급식 및 설비전시회

▶ 독립부스

  -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전시장 지정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전시장치물 설치 및 장식을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❶ 독립부스 최소신청 단위는 2개 부스임

    ❷ 시설 구조물의 높이는 전시장 바닥으로부터 4.5m를 초과할 수 없음

    ❸ 독립부스 출품업체는 장치공사 전 도면을 제출하여 주최측의 승인을 받아 시공

    ❹ 조명 설치 시 반드시 전기를 신청하여야 함

▶ 조립부스

  -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 
장치물을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주는 부스

 

구분 제공내역

측면 및 후면벽 폭 1m x 2.4m의 백색패널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장치

천장 폭 1㎡간격(1m x 1m)으로 알루미늄 격자를 장치

상호간판 폭 0.8m로 상단에 설치하며 참가업체 상호를 통일된 글자체로 부착

조명/전력 1부스당 형광등 1개, 스포트라이트 3개, 콘센트 1개(2구)

부스바닥 파이텍스로 시공

안내데스크/의자 업체당 1조

<기본장치 제공내역>

▶ 신청방법

▶ 참가비 할인

구분 할인내용 비고

기존 참가업체
부스 당  200,000원 할인

2회 연속참가 또는 
최근 5년간 3회이상 참가업체

부스 당  100,000원 할인 BOFOOD 기존참가업체

규모

조기신청 할인

할인

1차

2차

4-5부스 부스 당  100,000원 할인
신청 및 참가비 

50% 납부 시 할인

2020년 1월 31일(금) 마감

2020년 2월 28일(금) 마감

6-7부스 부스 당  150,000원 할인

8부스 이상 부스 당  200,000원 할인

부스 당  200,000원 할인

부스 당  100,000원 할인

면적/구분 독립부스 조립부스

1Booth (3m x 3m = 9㎡) \1,980,000 \2,310,000

▶ 참가비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296-589

※ 송금시 반드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세요.

▶ 입금계좌

구분 사용료

전기 주간 55,000원/kW · 24시간 66,000원/kW

전화 88,000원/대

인터넷전용선 165,000원/회선

고객관리시스템 220,000원/대

급 · 배수 220,000원/개소

압축공기 220,000원/개소

▶ 부대설비 (설치 및 사용료)

Booth Guidelines ● 전시부스 안내

Application Guidelines ● 참가 안내

Why

부산, 울산, 경남지역 학교 및 단체 급식시설에 사용될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식자재/설비의 전시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에 목표를 맞춘 1년에 단 한번뿐인 기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급식공급을 위한 장!

 ‘2020년 영양사 특별교육’ 동시실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주최로 부산, 경남, 울산 학교, 병원, 기업체, 급식지원센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을 연계시켜 실질적인 상담의 장 마련

친환경 우수 급식식자재 및 최신 급식설비와의 만남! 

급식산업 관련 최신 정보제공을 통한 방향설정, 우수 식자재 및 기자재 비교전시를 통한 
급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

영양사 특별교육

교육일시

6월 18일(목) 13:00~17:00 벡스코 제1전시장 다목적홀 2층
초등,중등,고등학교 영양(교)사

6월 19일(금) 13:00~17:00 벡스코 제1전시장 다목적홀 2층 

병원, 건강관리협회, 영양상담 영양사

유치원, 보건소,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타 영양사

교육 장소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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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획

※부가세 포함

※부가세 포함

참가신청서 제출처 :  foodbusan@gmail.com  www.bofood.kr    02-588-2599

3일이내 계약금 납입

참가비의 50%

STEP 2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STEP 1
잔금납부 및 필수서류 제출

2020. 5. 15(금)까지

STEP 3
2020부산급식 및 설비전시회 참가

2020. 6. 17(수) ~ 20(토)

STEP 4

2020 부산급식/설비전시회
│동시실시│ 영양사 특별교육

예금주명

한산마케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