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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행   사   명 2014 막걸리엑스포 (Makgeolli Expo 2014)

일          자 2014. 11. 12(수)~15(토) / 4일간

장          소                        C홀 (구 대서양홀)

규          모 50개사 100부스(예정)

주          최                       

전시품목 · 막걸리 / 전통주 / 청주 / 과실주 / 소주 / 맥주 

 · 주류 관련 각종 기자재 등 

 · 주류(막걸리)와 어울리는 음식 등 

전시장 구성 · 막걸리기업관 _  국내 주요 막걸리 업체와 우수 상품 전시 및 신제품 홍보

 · 지역홍보관 _  우리나라 각 지방의 특색 있는 막걸리 홍보

 · 한식세계화관 _  막걸리와 함께 우수한 한식의 브래드 홍보

 · 전통주관 _  막걸거리와 함께 국내 전통주 병행 홍보

 · 프랜차이즈관 _  막걸리 판매 주점 및 관련 음식점 홍보

 · 지역 자체 브랜드관 _ 지역 자체브랜드 주류관련 제품 홍보

• 지역 브랜드 주류 

• 국내 대중 브랜드 주류
 (소주, 맥주)

• 기능성 보양 주류
 (인삼주, 복분자주, 머루주 등)

• 기타 주류
 (리큐르, 증류주, 와인 등)비투엑스포(주)

동시행사

대한민국주류특별전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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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신청 안내

참가신청 및 계약안내

[부스비]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세부내용 비    용

조기할인 신청
(2014.5.30 까지)

독립부스 ￦ 1,700,000

조립부스 ￦ 2,100,000

일반 신청
(2014.5.31 – 9.30까지)

독립부스 ￦ 1,800,000

조립부스 ￦ 2,200,000

프리미엄부스 ￦ 2,600,000

[부대시설안내]                                                        (단위: 원, VAT별도)

구    분 세부내용 단    가

전기

주간용과 24시간용이 있으며,
단상 220V(60HZ), 삼상 220V(60HZ),

삼상 380V(60HZ)로 구분

주간_ ￦ 60,000/kw
24시간_ ￦ 70,000/kw

*4일 기준 비용

전화 별도 정산없이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로 구분
시내·외_ ￦ 50,000/대
국제_ ￦ 150,000/대

급 ·배수 및 압축공기
전시회 작동을 위해 급·배수 및 
압축공기 필요시 신청 

￦ 150,000개/소

인터넷 전용선 (LAN) 인터넷 필요시 신청 ￦ 150,000개/소

참가업체 할인 주차권 일일권 4매 세트(50% 할인) ￦ 40,000/세트

조립부스 제공 내역 (부스크기:가로3M*세로3M*높이2.4M)

벽면_ 폭1m x높이 2.4m, 페인트패널을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조립
상호간판_ 국/영문 상호와 부스번호 부착
바닥처리_ 파이텍스 설치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_ 부스규모와 상관없이 업체 당 1개
조명 및 형광등_ 부스 당 조명등 4개 및 형광등 1개

부스배치 기준
1. 품목별 관구성에 따라 A, B, C, D 홀별로 1차 배치
2.  신청서 제출일자 > 참가비 납입순서 >  참가규모 >  

 참가횟수 순으로 고려하여 배치

참가절차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_ 2014. 9. 30 마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 서류와 함께 막걸리엑스포사무국 팩스 또는 우편(등기) 송부
납부처_ 신한 140-005-183027 / 예금주 비투엑스포(주) (송금시 보내는 사람 기재란에 회사명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 제출

계약금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납부기한 _ 제출 후 7일 이내

잔금납부

부스비 총액의 50%+부대시설이용료
납부기한 _ 2014. 10. 11 마감

2014 막걸리엑스포 개막

2014. 11. 12 (수)

프리미엄 부스 제공 내역 (부스크기:가로3M*세로3M*높이2.4M)

일반 독립 부스 장치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조립부스와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 조립부스임

[할인제도]                      

규모할인 특별할인

10부스 이상 3년연속 참가사

10% 10%

*규모할인과 3년연속 참가사 할인은 독립부스 기준으로 할인



전시장 안내

C홀
프리미엄농수축산물전
막걸리엑스포

D홀
서울쿠킹쇼

Hot Trend관

B홀
Siba제과제빵관
서울국제빵과자페스티벌

A홀
Food Week 국제관
우수 수출기업관
Kitchen Fair
Food Tech Show

막걸리엑스포2014 사무국

(135-731)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19호 ┃ T 02.6000.2800 ┃ F 02.6000.2805
E jhnam@b2expo.org ┃ www.makgeolliex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