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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2016년 베트남  식품산업 국제 전시회 

- Vietnam Foodexpo 2016 - 

2016 년 11 월 16~19 일 호치민시,  Sài Gòn 전시센터 (SECC) 

 

2016년 베트남 식품산업 국제 전시회 (Vietnam Foodexpo 2016 베트남)는 베트남의 농산물, 

수산물과 식품산업을 위한 가장 크고 중요한 무역진흥 행사로서 국제표준에도 맞추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주관하에, 무역진흥청은 유관 전시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유럽의 전시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품전시회는 제조기계, 기술해법, 기술이전 등을 희망하는 참가 기업들의 

브랜드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홍보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또한 도소매 

씨스템과의 연결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 시장과의 접근과 시장확대를 지원해주는 신속한 

연결과 유용한 창구가 되고, 한편으로 식품전시회를 통해 식품산업의 유망한 수입업체나 

투자자를 만날수 있으며 식품산업 안전과 시장개발을 촉진하게 될것입니다.  

 

2016 년 전시회의 규모는 10,000m2 면적으로 30 여 지방정부와 세계 15 개국으로 부터  

300 개 이상의 기업체 참가와 500 개의 전시관 설치가 예상되며, 현재 등록 접수중에 있고 국내외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받고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이 전시회에 초대됩니다.  여기에는 채소 (신선, 건조, 통조림, 냉동), 

수산물 (냉동, 통조림 가공), 음료 (와인, 맥주,음료), 차와 커피, 식품첨가물 (쌀, 견과류, 향신료, 

양념류, 소스 ...), 식품 가공 (과자, 유제품, 통조림 가공, 즉석 식품, 기능성 식품),  식품 가공 

기술과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식품산업 전시회는 국내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유명브랜드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각자 제품의 장점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전시관으로 꾸며지며, 전시장에는 기존 

참가해왔던 식품기업외 에도 상당수의 새로운 기업체들이 참가합니다 

 

베트남 식품산업전시회는 명예 전시회 참가국으로 이태리 기업인사절단을 환영합니다. 

이들은 세계적인 식품산업국가를 대표하는 현대적이고 진보된 기술과 독특한 상품들을 선보일 

것이며, 베트남의 잠재적인 수출업자들을 만날 것 입니다. 

 

식품가공기술 (Foodtech)은 높은 부가가치와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식품생산을 위한 현대적인 기술과 기계들이 선보이고, 지속가능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것입니다.  

 



베트남 식품산업전시회 개최중인 11 월 7 일에는   3 차 국제식품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연사들이 식품산업의 국가브랜드 전략이 토의되며,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 가공과 판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식품 

수입업자, 소매업자, 슈퍼마켓, 제조업자, 수출업자들이 만나는 거래상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식품가공산업의 투자진흥 세미나가 11 월 6 일  개최됩니다. 세미나에는 

식품업계의 투자사업 경험 사례와 함께, 식품관련 법제도의 설명, 잠재적인 투자계획, 식재료 

재배지역, 기술이전 지원, M&A,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질것 입니다. 

 

“식품분야의 개발에 있어 투자” 란 주제의 전시관은 가장 특징있는 전시관으로,. 이곳 

에서는 식품산업 투자에 적합한 지역 산업공단이 소개됩니다. 

 

또한 “Sai Gon 국제요리 경연대회 2016” 이 전시회 행사기간 개최됩니다.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온 경연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유럽과 아시아 의 요리 솜씨를 저마다 

뽑낼것 입니다. 

 

전시회 기간,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하는 무역세미나 등 일련의 다른 행사들도 열립니다. 

무역세미나, 계약식, 조리시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 상, 아름다운 전시관 상, Miss 2015 

Foodexp 상, 등의 각종행사와 식품기업 방문,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참가기업과 방문객들에게 시장, 상품, 써비스, 무역진흥과 투자 담당 창구,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전시회의 조직위원회는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부, 보건부, 표준계측 품질처, 외국 대사관,  

KOTRA, JETRO, AKC, ATPF, CBI, TAITRA, ITC 등 외국의 무역진흥기관, 산업협회,  각국의 

미디아 매체,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2015 년 개최된 첫번째 식품전시회는 베트남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전시회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등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6 년 전시회는 한국, 

일본, 미국, EU, 중동 등 해외주요 시장의 구매자와 국내 참가자들 포함 20,000 명의 방문객들이 

참가할것으로 기대합니다. 

www.foodexpo.vn 

Like us on Facebook:  www.facebook.com/vietnamfoodexpo/ 

 

문의처: Ms. Nguyen Thi Thu Thuy (휴대폰: 0903488963; 이메일: thuyntt@vietrade.gov.vn) 

베트남 무역진흥청 (VIETRADE)  주소: 20 Ly Thuong Kiet St., Hoan Kiem, Hanoi 

Tel. 84-4-39364792/Fax. 84-4-39369493 

 

http://www.foodexpo.vn/
http://www.facebook.com/vietnamfoodexpo/
mailto:thuyntt@vietrade.gov.vn


Vietnam Foodexpo 2015: 개요와 평가 

302 업체참가 

(베트남: 245 개업체, 해외 57 개 업체) 

500 전시관 

(베트남 419, 해외 81) 

해외 19 개국, 국내 36 개 지방정부 

전시장 면적: 10,000 m2 

 

21,095 방문객 

10,329 전시회 방문객 

1,339 외국 방문객 

10,766 일반 방문객 

33%  기업접촉, 40.1% 주문, 19.8%  대리점, 

14.9% 기술협력, 9.87% 정보수집, 6.88% 

향후참석 , 3.5% 기타 

 

전시회의 제반 써비스에 대한 참가업체 설문조사 

59,2% 아주좋음 

18.5% 우수함 

 

Ms. Nguyen Kim Ngoc (베트남 양봉합자회사 사장)   

“ 전시회에 우리회사 제품이 소개되고 제품 브랜드가 더욱 알려져 감사드립니다.  예상외로 많은 

국내외의 유망고객들이 우리 전시관을 찾아 주었습니다” 

Mr. Tran Thanh Liem (빈증 인민위원회 부회장) 

 “ EXPO 전시회 참가는 빈증성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웠으며,  국내외 시장 접근과 농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해법도 여기서 찾게 

되었습니다.” 

Mr John McKenzie (영국 카리바시아 사 사장)  

“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양질의 농산물과 식품을 만드는 베트남의 많은 제조업체들을  만날수 

있었고, 이들 잠재적 공급자들과  협력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Mr. Park Sang Hyup (KOTRA호지민시 무역관장) 

“ 많은 한국의 기업이 EXPO 에 참가하여 관심을 나타내었고 양국간 더많은 협력기회가 모색되어 

지길 바랍니다.” 

주베트남 이태리 상공회의소  

“ 베트남 식품전시회는 농업과 식품가공분야의 새로운 추세와 선진기술이 소개되는 등   베트남 

식품시장에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 

 

‘베트남 식품전시회 201’는 국내외 기업들과 미디어의  지원없이 성공할수 없었습니다. 

참가기업들의 보고에 따르면 3,000 여 무역과 투자계약이 전시회를 통해 맺어 졌습니다. 

전시회는 베트남의 수출을 증진하고 농업, 수산업과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목표를 

이루었고, 아울러 베트남 식품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개발에 커다란 진전을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