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의 멋진 야경과 함께 전세계 와인과 푸드를 마음껏 즐기세요!

글로벌
와인&푸드 트립

G
lo

bal W
ine and Food Trip

in FLOATING ISLAND

일시 2022년 9월 16일(금)~17일(토) / 15:00 ~21:00
장소 한강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4F-5F



2022 글로벌
와인 & 푸드 트립

주류 소비문화가 여유 있게 즐기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최근 국내 와인 시장은 유례없는 활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고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와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022 글로벌 와인&푸드 트립은 다양한 산지의 와인을 시음하고
함께 곁들일 수 있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와인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국내 주요 와인·식품업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lobal Wine and Food Trip

행  사    명   2022 글로벌 와인&푸드 트립
행사일시   2022년 9월 16일(금)~17일(토) / 2일간
                  운영시간 15:00 ~21:00
장        소   한강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4F-5F 
참가품목   각종 와인, 간편식, 디저트 및 핑거푸드 등
참여방식   입장료  25,000원 (1일권/시음와인잔 제공)
                  얼리버드  20,000원 (20% 할인)
프로그램   참여 고객 무제한 와인 시음(참여사 제공)
                  참여기업 와인 및 음식 판매
                  재즈 공연 및 레크레이션 및 럭키 박스 진행

행사개요

참가안내
참가 신청 절차

참가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계약금 납부 필요 서류 제출 잔금 납부

홈페이지(www.asiaeforum.co.kr/application/)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접수 이메일주소   asiae_mice@asiae.co.kr
운영사무국 연락처   1833-8981 / 평일 10:00~17:00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   02-220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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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 신청안내

글로벌 와인앤푸드 트립

https://www.asiaeforum.co.kr/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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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부스 및 행사장 안내

행사장 안내

기본 부스

몽골텐트
사이즈    3000mm * 3000mm

예시 이미지 입니다.

※ 업체 브랜딩 가능

상호현수막   조명1   테이블 1   의자 2   1kw 콘센트

기타 지원 사항
시음잔, 시음잔 세척장소, 개별 부스 이벤트 장내 안내

참가비
부스 1동 당 1,100,000원(VAT포함) [ 2일 ]

기본부스 구성

한강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4F-5F (야외)
가을밤 360도 펼쳐진 한강의 야경과 함께  와인과 푸드를 즐길 수 있는 곳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4
오시는길

대중교통 이용시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6번출구                   셔틀버스이용(15~20분 간격)

주소 또는 반포 제2주차장(유료) 검색
자가용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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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구성

2022 글로벌 와인&푸드 트립의 매력은?
와인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강의 멋진 야경과 함께  즐기는 유니크한 와인 &푸드 축제
전세계 와인과 음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맛과 멋의 향연

기존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및 세일즈 기회 제공
고객과의 관계 형성 및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지원
새로운 경험과 만족을 제공하는 안정적 행사 운영 및 지원

Point.1

한강 야경과 함께 즐기는
와인&푸드

FLOATING ISLAND

Point.2

전세계 다양한 와인
무제한 제공

TASTING

Point.3

세계 각국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FOOD 

Point.4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는
정례 행사로 확대 

DEVLOPMENT

참가자 식음 테이블

입구

4F 5F

= 일반부스 = 운영부스

= 식음 테이블 = 스탠딩 테이블

5층 입구

참가자 식음 테이블

공연무대

운영부스 5동    참여사 부스 18동 운영부스 1동    참여사 부스 3동    공연무대

부스배정
신청 마감 후 참가신청일, 참여 기업 현황, 참여 품목 등을 
고려하여 운영사무국에서 추후 안내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