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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주주류페스타

2022 광주주류페스타

전시안내서
Exhibitor’s Manual

*동시개최행사 광주맛페스타

전시회 주최사무국 _ 광주주류페스타 사무국

Contact

TEL.
글로벌비즈마켓(주)

02-6671-6005

TEL.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주류페스타 사무국
062-611-2145/2188/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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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개요

    ◉ 전시일정

    ◉ 필수제출서류(별첨 서식 참고)_해당파일 작성 후 이메일(expo@gbexhibition.com로 11/9까지 제출)
    1. 부스 간판명 등 요청사항
    2. 주류판매 및 시음신고 필수신청서 1부.
    3. 현장 판매 상품 정보 1부.
    4. 참가업체 출입증 신청 1부.
    5. 주차 등록 신청 1부.
    6. 전기 및 랜선/ 급배수 요청

※ 비품 렌탈은 엑스코프로모션 메일로 회신부탁드립니다. 엑스코프로모션 <excopr7718@naver.com>

    ◉ 선택제출서류(필요시 요청)
    선택1. 중량물 반입 신청서
    선택2. 위험물 취급 신청서

    

1. 사업개요

행 사 명 2022 광주주류페스타
행사기간 2022년 11월 18일(금) ~ 20일(일) / 3일간
주최/주관 글로벌비즈마켓(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MBC
개최구성 총 80개사 120부스 (3M x 3M기준)

구   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C홀)
전시기간 11월 18일(금) : 11:00~ 19:00(참가업체 입장 08:00)

11월 19일(토) : 11:00~ 19:00(참가업체 입장 09:00)
11월 20일(일) : 11:00~ 18:00(참가업체 입장 09:00)

2. 전시준비 및 진행일정

→ 글로벌비즈마켓(expo@gbexhibition.com) 제출 

mailto:excopr7718@naver.com
mailto:expo@gbexhib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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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품 렌탈 요청 (별도 메일 확인 필요)

    ◉ 세부 작업 일정

문의/제출서

엑스코프로모션 
담당 : 윤성필 팀장

 번호 : 010-7675-2399    
 이메일 :excopr7718@naver.com

2. 전시준비 및 진행일정

구분 세부내역 기한 비고

부스장치
공사

전시장 마킹 작업 11.15(화)
13:00 시작  

기본부스 설치 공사 작업 11.15(화) ~ 11.16(수)
08:00 ~ 20:00 까지

부스 철거 11.20(일)
 19:00 이후

부대시설 전기 설치 완료 11.16(수) 20:00

장치공사 인터넷 설치 완료 11.16(수) 20:00

물품
반입 및 반출

전시 물품 반입 및 설치 11.17(목)
08:00 ~ 20:00

전시 물품 반출 및 철거 11.20(일) 
18:00 이후 당일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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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품 반입 시 주의 사항

       가. 반입 가능 일시

       ※ 11.17(목) 20시 이후 반입 작업 연장 시, 시간 외 작업 신고서 작성 후 연장 가능

   

 

3. 전시 관련 주요 안내

반입시간 2022. 11.17(목) / 08:00 ~ 20:00
행사기간 2022. 11.18(금)　～　11.20(일)

주차관련
준비 기간 동안 전시품 반입을 위한 화물 주차장은 별도 요금을 적용하지는 않으나
규정상 행사 화물용 차량의 상·하차 시에만 출입 허용 및 상·하차가 종료된 
차량 및 참가 업체 차량은 신관 및 본관 지하 주차장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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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스 규격_ 3000 * 3000 * 3230
    

5. 기본 제공 내역서

항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품
부스 간판(현수막) 2930 * 750 1

인포테이블 1000 * 500 * 750 set 1
의자 1

전기 및 조명
SPOT EA 3

콘센트 220V K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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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관련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부스 장치

총괄 공인규 팀장 010-3120-9155

비품 관련 윤성필 팀장 010-7675-2399

디자인 관련 양지원 대리 010-7124-8244

급배수/랜선 공인규 팀장 010-3120-9155

전기 관련 공인규 팀장 010-3120-9155

시음신고 필증 및 
전시 전반 조원철 본부장 010-4564-2854

전시 전반
백지현 주임 010-2077-9139

양서진 매니저 062-611-2188
윤민지 매니저 02-6671-0741

주차 관련 이세령 매니저 062-611-2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