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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나서는

단체급식과 외식 관계자들의 축제!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이

경쟁력 있는 급식·외식 관련 업체를 모집합니다.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한 끼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그 한 끼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우수급식·외식산업전’

올해로 15회를 맞는 ‘2021 우수급식·외식산업전’은 

급식·외식 관계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에 대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급식·외식인들의 축제’로 준비됩니다. 

학교, 산업체, 병원, 외식, 프랜차이즈 등

각 분야 단체급식과 외식업 관계자들의 고민은 깊어갑니다. 

최저임금 인상, 경기악화 그리고 급식시설·기구, 시스템의 변화. 

식습관과 한 끼에 대한 기대치 상향에 따른 식품·식재료의 변화.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한 끼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준비되는

‘2021 우수급식·외식산업전’.

전국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함께 합니다.



1년에 1번 전시장을 찾는 

급식·외식관계자들
제조사와 직접 구매상담하는 

공공급식 담당자들

군급식 담당자들의 

정기적 급식시설 시장조사

• 맛집/여행 블로거, 외식 창업 준비자, 미식가 및 매니아

• 프랜차이즈/체인사업, 외식산업/식당, 컨세션사업 관계자 

• 호텔 셰프, 주방장 및 외식업 식품/조리기구 구매 담당자 

• 식품, 식자재, 조리기구, 기자재 유통 및 주방설비 관계자

• 급식/외식, 보건/위생 관련 정부/지자체, 기관(단체) 관계자 

• 학교, 산업체, 병원, 군부대, 기관 등 급식 관계자 

• 어린이급식 및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계자 

• 중·대형 위탁급식 및 뷔페, 도시락 등 케터링 관계자 

• 위탁급식 고객사 등 급식 시장조사 기업(기관) 관계자 

• 영양(교)사, 조리사, 푸드 코디네이터, 식단/메뉴 개발자

주요 방문객

전시개요 

참가 대상 및 전시 분야

광역브랜드·지역 특산물,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발효식품, 반찬류, 유지류, 소스·첨가물, 

제과/제빵, 후식류, 음료, 각종 주류 등
식품 & 식자재

주방시설·설비, 주방·조리 기자재, 주방가전·가구, 주방용품, 그릇·소도구, 홀용품, 테이블웨어, 

디스플레이 기구, 포장재, 잡화 등
시설 & 기자재

위생소독기, 음식물처리·탈수기, HACCP기기, 청소기구, 소독·방역기구, 해충방제용품 , 

개인위생용품, HACCP 컨설팅 및 주방 설계·시공 등
보건 & 위생

위탁급식·케이터링, 푸드테크, 점포자동화, 포스시스템, 자동판매기, 구인·구직 용역서비스, 

요리 아카데미, 기관·협/단체 등
서비스 &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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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급식외식산업전 전시장 전경

영양(교)사 대상 교육·세미나 진행

특별부대행사로 마련되는 

‘급식 모델관’

 신청기한 및 할인 혜택 (중복 적용 가능)

구분 조기 신청 1차 신청 최종 신청

신청기한 2. 26 까지 3. 31 까지 5. 7 까지

혜택

조기 신청 10만원 할인 [2월 26일까지 신청 및 계약금(50%)을 납입한 업체]

1차 신청 주최 측이 운영하는 특별 부대행사에 참여 협의 대상(사전 홍보 진행)

기출품  10만원 할인 [2020년 까지 기존 6회 이상 출품업체]

규모할인 5% 할인 [4 ~ 6부스] 10% 할인 [7 ~ 10부스] 15% 할인 [11부스 ~ ]

 부스형태 및 출품료 (VAT 별도/ 1부스 기준)

구분 부스 이미지 출품료 내용 제공내역

독립
부스

2,000,000

출품업체가 주최자로부터 면적만 제공받아 설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부스공사를 진행하는 형태. 
※최소 2부스 이상 시 신청가능
※설치용역업체는 「2021 코엑스 지정 용역업체」에서 선정

- 신청한 면적 제공
- 무료 초청장 및 포스터

기본
부스

2,300,000
출품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 부스를 일괄적으로 
시공해 주는 형태.
※1부스 부터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상호현수막(주최자 기준)
- 인포데스크1 +의자1
- 바닥 파이텍스
- 무료 초청장 및 포스터
- 부스당 전기 1kw

기본변형
부스

2,500,000
기본부스 형태에서 설치물을 업그레이드 하여 전시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주최자가 직접 시공해 주는 형태.
※최소 2부스 이상 시 신청가능

- 상호현수막
- 인포데스크1 +의자1
- 원탁테이블 + 의자3 (2부스당 1set)
- 바닥 파이텍스
- 무료 초청장 및 포스터
- 부스당 전기 1kw

프리미엄
부스

2,800,000
독립부스의 형태로 주최자가 좌측이미지 형태의 부스를 저비용에 시공해 
주는 형태.
※최소 2부스 이상 시 신청가능

 추진일정

조기·1차·최종신청

[하단 신청기한 참조]

출품신청 및 
계약금 50% 납부 01

5. 14 까지

잔금완납 및 
급식 Diary 원고마감 02

6. 2

설치공사 및 
준비기간 03

6.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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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안내



인스타 스타영양(교)사들의 

‘식단구성 공유회’

대량조리노하우 대방출 ‘대량조리시연회’ 

특급호텔 셰프들의 

급식·외식 ‘메뉴시연회’

특급호텔 셰프들의 노하우  ‘메뉴 시연회’

영양(교)사 대상, 현직 특급호텔 셰프가 펼치는 호텔급 메뉴의 향연. (영양(교)사 600명 대상)

‘대량조리 비법 시연회’

현직 단체급식 조리사들이 직접 선보이는 대량조리 노하우 공개.

미리 보고 선택하는  ‘급식기구 공개 평가회’

주요 급식 기자재 제조업체의 설명과 시연을 통해 합리적 구매계획을 세워보는 공개 평가의 장.

‘급식·외식 소도구 모음전’

대형 기자재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했던 각종 소도구를 한자리에서 시장조사할 수 있는 공간.

신제품과 베스트가 모이는  ‘FS Run Way’

올해 신제품과 최다 판매 제품만 엄선해 선보이는 특별한 조리기구의 Selection 공간.

스타 영양선생님들의  ‘식단구성 공유회’

인스타그램의 스타 영양(교)사들이 공개하는 식단구성 비법 공유의 장. 

급식의 변화와 발전  ‘제6회 급식 미래발전 포럼’

급식 현안에 대해 국회, 정부, 학계, 업계 등 관계자가 모여 논의 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전문 포럼.

‘교육·세미나’

정부기관 및 급식 관련 협·단체의 영양(교)사 대상 각종 교육·세미나 진행.

※ 부대행사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행사



“ 입니다”

국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식품전시회.

15년… 오직 하나의 주제로 개최된 전시회.

일반인 다수가 아닌 관계자가 찾는 전시회.

산업의 이해, 전시 노하우가 있는 전시회.

서울 송파구 마천로 2 수미르빌   T_(02) 515-4855  F_(02) 515-4820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