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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제 와인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은 와인과 문화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와인축제입니다. 또한 B2B와 B2C를 아우르는 통합형 박람회로
한국와인산업의 발전과 와인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16개국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와인박람회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행사개요

• 기간 | 2019. 8. 23(금) ~ 25(일) / 3일간 (11:00~19:00 *23일(금)은 20시까지 운영)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 주최 | 대전마케팅공사
• 규모 | 160부스

• 전시품목 | 국내외 와인, 전통주, Spirits, 와인관련 서비스 및 용품, 음식 등

• 예상 방문자 | 70,000여명

2018년 행사개최 결과

• 전시참가사 비율

해외와인

37%

국내와인

12%

수입사

27%

전통주

13%

음식 및 와인서비스

• 방문객 참가 목적

11%

전체 행사를 즐기기 위해

47%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기 위해

16%

와인구매
새로운 와인을 찾기 위해
시장동향 파악을 위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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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
6%
11%

전시참가 안내

• 신청절차

참가신청서 접수

2019. 5. 31.까지

인보이스 발송

▶

▶

신청서 접수 후 1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djwinefair.com / 이메일 접수 : djwinefair@gmail.com
• 참가비용 (기술지원비는 참가신청서 참조)
구분

독립부스
기본부스

규격

일반

3m X 3m

참가비 납부

인보이스 발송 후 1주 이내
(부스비 총액의 100% 납부)

단가(부가세 별도)

400,000 / 부스

3m X 3m

600,000 / 부스

※ 조기신청 기한: 2019. 4. 30.까지
※ 기본부스포함사항 : 안내데스크2, 바닥카펫, 상호간판1, 주간전기1Kw, 조명, 회의테이블1, 의자4, 아이스박스1

조기신청

300,000 / 부스
500,000 / 부스

• 참가비 납입계좌 | KEB하나은행 622-910007-28404 (예금주 : 대전마케팅공사)

기본부스 및 주요 행사장 안내
기본부스 이미지(예시)

Top View

Front View

주요 행사장

• 대전컨벤션센터

www.djwinef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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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e and Beyond
대전국제와인페스티벌! 무엇이 다른가?

국내 최대 규모의 와인전문 행사

• 7만 여명의 방문객과 세계 16개국에서 전시참가

• 아시아 최대 무료 시음존(1만 여개의 시음가능 와인)

매력적인 행사 구성

• 전시자와 방문객을 위해 동시에 개최되는 다양한 와인전문 행사가
유기적으로 운영
• 아시아 유일의 국제와인기구(OIV) 인증 와인품평회
‘아시아와인트로피’를 시작으로, 아시아와인컨퍼런스,
한국국가대표 소믈리에 경기대회가 함께 개최

비즈니스 중심 프로그램

• 바이어와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 해외 와이너리와의 미팅을 통한 신규 와인 발굴

참가업체 지원혜택
구분

해외참가사

협회, 단체
와이너리

국내 참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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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비고

숙박

1실 4박(조식포함)

숙박

1실 4박(조식포함)

숙박

1실 3박(조식포함)

와인 통관
와인 통관

통관 및 국내 운송
통관 및 국내 운송

부대행사
2019 아시아와인트로피
독일와인마케팅사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아시아와인트로피는 국제와인기구 OIV(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Vine and
Wine)의 승인 및 감독 하에 역대 최대 규모의 더욱 권위있는 대회로 개최됩니다.

행사개요

• 개최기간 | 2019. 08. 18(일) ~08. 21(수) / 4일간
• 와인출품 | 약
 4,000종
• 심사위원 | 약
 140명

• 입상 | 그랜드 골드, 골드, 실버(출품 와인의 30% 이내 / OIV 규정 준수)

• 특전 | 입상와인의 로드쇼, 다양한 와인 미디어, SNS홍보를 위한 국내 - 외 홍보

※ 입상와인은 입상증서 수여, 메달(그랜드 골드, 골드, 실버) 부착 유통 가능 / 메달 스티커 별매

2019 아시아와인컨퍼런스
유명 와인 전문가들의 와인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와인 전문가는 물론 와인 애호가도 참가하여 와인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개요

• 기간 | 2019. 08. 19(월) ~ 08. 25(일) / 7일간
• 대상 | 와인전문가, 일반 와인 애호가, 대학생 등
• 강사 | 아
 시아와인트로피 심사위원, 대전국제와인페어 전시참가자,
초청연사
• 프로그램 | 와인 관련 다양한 세미나와 마스터클래스로 구성

소믈리에 경기대회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를 선발하는 경기대회로서 참가자의 와인과 스피릿에 대한 전문지식과 서비스 능력을 평가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소믈리에에게는 세계소믈리에협회 (ASI)가 주최하는 아시아 - 오세아니아 베스트 소믈리에 경기대회 및
세계 베스트 소믈리에 경기대회의 참가자격이 부여됩니다.
•
•
•
•

행사개요

기간 | 2019. 08. 23(금) ~ 24(토) / 2일간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주최·주관 | 대전마케팅공사 /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주요내용 | 왕
 중왕부문, 국가대표 부문, 대학생 부문 등

www.djwinef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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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도룡동 4-19)
TEL 042-250-1358 /1359 E-mail djwinefair@gmail.com
Website www.djwinefa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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