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 식품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N FOOD & BEVERAGE
– VIETFOOD & BEVERAGE 2020

2020년 24회차를 맞이하는 베트남 식품 전시회는 8월에 호치민 시티와 11월에 하노이에서 연간 2회씩
개최되는 전시회로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식품 전시회입니다. 최근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한
류 확산으로 인하여 한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 이 시기에 베트남 식품 전시회에 참가하시어 동남아 및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http://hcm.foodexvietnam.com/

귀사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Vietfood & Beverage HCM 2020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0년도 8월 6일 ~ 9일 (4일간)

전시장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ECC), 호치민 베트남

주최자

VINEXAD(Vietnam National Trade Fair & Advertising Company)
Ÿ

공동 개최

Propack Vietnam – 식품 가공 및 포장 기기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On Food Processing, Packaging Technology & Equipment)
Ÿ

Hotel & Bakery Equipment – 호텔 & 베이커리 전시회

Ÿ

일반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식품, 제과, 유제품, 인스턴트식품, 허브, 자연 식품,
채소, 건과일 및 건채소, 설탕, 육류 등

전시품목

Ÿ

수산식품: 냉동 수산식품, 건조 수산식품, 가공 수산식품, 냉동식품 등

Ÿ

주류 : 차, 커피, 와인, 칵테일, 샴페인, 맥주, Non-alcohol 음료, 탄산수, 미네랄
워터, 과일 주스 등

Ÿ

건강식품 : 오가닉 식품, 비타민, 건강 보조 식품, 자연 식품, 인삼 식품 등

Ÿ

식품 소재 및 첨가물 : 첨가물, 향료, 발효, 방부제, 조미료 등

Ÿ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시연맹(UFI)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국
제인증 획득한 공신력 있는 전시회

전시회 특징

Ÿ

유통업자, 레스토랑, 호텔, 베이커리, 카페 및 학교 병원 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바이어들이 참관하는 전시회

Ÿ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동남아 식품시장의 최신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시회

2019년 도
개최결과

Ÿ

16개국, 500개 업체 참가

Ÿ

17,000 여명의 참관객

Ÿ

7개의 국가관 (한국, 베트남, 인도, 폴란드, 타이완, 중국, 타일랜드)
독립부스

참가비
조립부스

USD 285 / sqm (최소 36 sqm 이상)
USD 2,700 / 9sqm
(인포 카운터 1, 의자 2,조명 2, 전원 소켓 1, 휴지통 1)

트레이드엑스포
참가문의

Tel : 02-2297-7232 / Fax: 02-2042-3399
E-mail : info@tradex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