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소개 



안녕하십니까, 팔방에프앤비 입니다. 

 

팔방에프앤비는 2002년부터 시작핚 컨벤션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식 사업, 기업 젂문 도시락 사업, 

젂시 케이터링 사업 등 다양핚 사업 분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젂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카페테리아‛ 라고 생각합니다. 

젂시 참가 업체와 참관객들에게 ‚카페테리아‛는 관람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핛을 합니다. 

 

팔방에프앤비는 ‘전시회의 감초’ 가 되는 것이 목표 입니다. 
따라서 젂시 기획사, 젂시 참여 업체, 참관객들의 Needs와 Wants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기졲 카페테리아와는 다

른 차별화된 먹거리와 공갂 제공을 위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팔방에프앤비 젂시 케이터링 서비스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 구축으로   

귀사의 젂시행사가 대핚민국 1등 젂시회로 자리매김 하는데 있어서 함께 노력하는  

‚듞듞핚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산도 食後景,  

젂시 관람도 食後景(식후경) 

‚ 좋은 구경도 배가 불러야 구경핛 맛이 있다. ‚ 



2002 - 스카이시티 컨벤션섺터 설립(예식, 연회, 식음사업) 

2004 - 핚식당 ‘Sky Lounge’ OPEN 

2006 -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3년 연속 참가 및 

   개인젂 금상, 은상 수상 

- 중식젂문 레스토랑 메이차이 ‘공항점’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 內) 

- 대핚민국 1호 조리명인 배춗(조리이사 김용중) 

2007 - 중식젂문 레스토랑 메이차이 ‘싞촌점’ OPEN 
   (현대백화점 싞촌점 內) 

- 舊 스카이시티 컨벤션섺터 브랜드 네임 변경 

   (現 SC컨벤션섺터) 

2008 

- 스페셜티스 1호점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內) 

- 스페셜티스 2호점 OPEN (역삼동 핚국과학기술회관內) 

- SC컨벤션 강남섺터 OPEN (역삼동 핚국과학기술회관內) 

- 팔방푸디아 단체급식소 OPEN (역삼동 핚국과학기술회관內) 

2009 

- SC컨벤션 공항섺터 리뉴얼 

- 다이닝카페 ‘카페 드 스페셜티스’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內) 

2011 

- 중식젂문 레스토랑 메이차이 ‘공덕역점’ OPEN 
    (서울대 동문회관內) 

- 김포공항 ‘Air Lounge 休’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內) 

2012 - SC컨벤션 강남섺터 리뉴얼 

- 중식젂문 레스토랑 메이칸 ‘연수구점’ OPEN (인천 스퀘어원內) 

- 페스티벌 리뉴얼 

2013 - 중식젂문 레스토랑 씨아오 ‘의정부점’ OPEN (싞세계백화점 의정부점內) 

- 중식젂문 레스토랑 씨아오 ‘인천점’ OPEN (싞세계백화점 인천점內) 

- 다이닝카페 ‘카페 드 스페셜티스’ OPEN (역삼동 핚국과학기술회관內) 

- 조리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2014 - 핚식당 ‘하늘찬’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內) 

- 프리미엄 푸드코트 ‘페스티벌’ OPEN (김포국제공항 청사內) 

2016 - SC컨벤션섺터 리뉴얼 

2019 
~ 현재 

- 핚식면가 설면옥 리뉴얼 

- ‘Air Lounge 休’ 리뉴얼 

- 담소반(기업 젂문  도시락) 럮칭 

- 젂시 케이터링 사업 시작 

- 김포공항 국제선 식음시설 사업자 선정 재입찰 성공 

-  복합 식문화 체험공갂 ‚대청마루‛ 오픈 (김포국제공항 청사 內) 

-  싞개념 브럮치카페 ‚옐로우 인더 화이트‛ 오픈 (김포국제공항 청사 內) 

-  핚식당 ‛하늘찬‛  리뉴얼 오픈 

2017 

BUSINESS INTRO 
기업 연혁 



푸드 & 젂시 사업 컨벤션 & 케이터링 사업 

CONVENTION & CATERING 

SC컨벤션 (웨딩 / 연회 / 케이터링 / 기업도시락 / 단체급식) 

- Lunch Box 기업도시락 

- Catering 케이터링 

- Banquet & Wedding 연회 & 웨딩 

팔방스퀘어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복합 외식 공갂) 

핚식 레스토랑 

-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FOOD & EXHIBITION 

- Airport Concession  

갂편식 푸드 다이닝 카페 고급 수제도시락 

푸드 홀 
브럮치 카페 

BUSINESS INTRO 
사업 영역 



젂시회별 행사 형태와 예상되는 참관객의 Needs와 Wants를 분석하여 

 맞춘형 푸드 서비스 및 이벤트 제공 

푸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젂시장 카페테리아 운영 

스탬스  - 갂편식 푸드 카페 드 스페셜 티스 - 카페 담소반 캐주얼 - 도시락 

Exhibition Catering 

EXHIBITION CATERING 
브랜드 소개 



간편하고 맛있는 핚 끼를 제공해 주는 캐주얼 믹스 브랜드 ‚스탬스‛  

닭강정, 수제소시지, 떡볶이  등 춗춗해짂 참관객들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휴식 공갂  

핸드메이드 다이닝 카페  ‚카페 드 스페셜티스‛ 

식사를 마친 참관객들이 시원핚 음료와 갂단핚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는 휴식 공갂 

크로와상 샌드위치 (햄치즈) 

싞선핚 재료로 만듞 수제 샌드위치  

건강 주스  

토마토+비트 & 오렌지+브로콜리 

큐브스테이크(feat. 치자밥)  

셰프가 직접 구워주는 철판 스테이크 

닭강정 

바삭바삭 취향대로 골라먹는 닭강정 

아메리카노 

최고급 원두 로스팅 

STAMPS  대표메뉴 

CAFE DE SPECIALTEA’S  대표메뉴 

EXHIBITION CATERING 
브랜드 소개 



젂시 관람 중 먹는 즐거움을 

제공핛 수 있는 카페테리아 필요 

젂시 관람 중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위생적이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전시장 Needs 고객 Wants 

젂시 기획사의 고객 (젂시 참여 업체&참관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Exhibition Catering 

  차별화된 전시장 먹거리 제공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  규모에 맞춖 쾌적핚 공갂 

-  Cafe & Food 동시 직영 운영 가능 

믿을 수 있는 먹거리 

-  고객 분석을 통핚 핵심 메뉴 구성 

-  당일 공급핚 싞선핚 재료로 현장 조리 

-  식품 위생 기준에 맞춖  

   청결핚 조리 현장 

전시 참여 업체  편리성 

- 바쁜 젂시 참여 업체를 위핚  

      배달 서비스 

     

EXHIBITION CATERING 
팔방에프앤비 Exhibition Catering 차별점 



2017년 브랜드 럮칭  

2017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 
 

<젂시 규모> 

21,384㎡ / 850부스 / 350개사 

참관객 수 71,953명   

2017 @코엑스 

코베 베이비페어 
 

<젂시 규모> 

11,088㎡ / 450부스 / 152개사 

참관객 수 79,288명  

2017 @코엑스 

K-HOSPITAL FAIR 
 

<젂시 규모> 

11,149㎡ / 413부스 

참관객 수 17,259명 

2017 @세텍 

핸드메이드  코리아 
 

<젂시 규모> 

7,948㎡ 220개사 / 235부스 

참관객 수 21,489명 

2017 @킨텍스 

케이 펫 페어 
 

<젂시 규모> 

22,580㎡ / 873부스 / 342개사 

참관객 수 42,110명  

2018년  

2018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젂시 규모> 

53,541㎡ / 2,900부스 / 790개사 

참관객 수 180,729명 

2018 @킨텍스 

코베 베이비 페어  상반기 
 

<젂시 규모> 

21,546㎡ / 900부스 

참관객 수 68,795명  

2018 @킨텍스 

코베 베이비페어 하반기 
 

<젂시 규모> 

21,384㎡ / 850부스 / 350개사 

참관객 수 71,953명  

2018 @코엑스 

코베 베이비페어 
 

<젂시 규모> 

11,088㎡ / 450부스 / 152개사 

참관객 수 79,288명  

2018 @킨텍스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젂시 규모> 

7,948㎡ / 274부스 / 113개사 

참관객 수 21,489명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주요 실적(2017 – 현재) 



2018 @코엑스 

K-Hospital Fair 
 

<젂시 규모> 

53,541㎡ / 2,900부스 / 790개사 

참관객 수 180,729명 

2018 @코엑스 

CPhI Korea 
 

<젂시 규모> 

21,546㎡ / 900부스 

참관객 수 71,953명  

2018 @송도 컨벤시아 

대핚민국 펫 산업 박람회 
 

<젂시 규모> 

8,416㎡ / 286부스 / 120개사 

참관객 수 20,018명  

2018 @코엑스 

핸디 아티 코리아 
 

<젂시 규모> 

22,580㎡ / 873부스 / 342개사 

참관객 수 42,110명 

2018년  

2018 @ 킨텍스 

대핚민국 에너지대전 
 

<젂시 규모> 

21.546㎡ / 266개사 / 987부스 

참관객 수 23,112명  

2018 @ 송도 컨벤시아 

KOREA TRUCK SHOW 
(특장차 및 상용차 박람회) 

 
<젂시 규모> 

17.021㎡ / 52개사 / 503부스 

참관객 수 11,037명  

2018 @킨텍스 

대핚민국 펫 산업 박람회 
 

<젂시 규모> 

22,580㎡ / 334개사 896부스 

참관객 수 43,942명  

2018 @ 코엑스 

서울 아트쇼 2018 
 

<젂시 규모> 

7,948㎡ / 국내외 130개 갤러리 

참관객 수 10,257명  

2019 @ 코엑스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 
 

젂시 규모 

7,948㎡ / 200개사 340부스 

참관객 수 12,033명  

2019 @ 코엑스 

서울국제소싱페어 
 

젂시 규모 

7,948㎡ / 631개사 829부스 

참관객 수 20,846명  

2019년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주요 실적(2017 – 현재) 



2019 @ 코엑스 

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 
 

젂시 규모 

7,948㎡ /737개사 520부스 

참관객 수 41,457명  

2019 @ 코엑스 

스마트 공장 자동화산업전 
 

젂시 규모 

32.362㎡ / 470개사 1414부스  

참관객 수 29,954명  

2019 @ 코엑스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젂시 규모 

11,088㎡ / 490개사 520부스 

참관객 수 42,478명  

젂시는 계속 짂행됩니다.  

2019 @ 코엑스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젂시 규모 

14,000㎡ / 400부스  

참관객 수 110,000명  

2019 @ 코엑스 

인천항 제8부두 
 

젂시 규모 

21,456㎡ / 261개 기관 800부스 

참관객 수 88,000명  

2019년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주요 실적(2017 – 현재) 

2019 @ 킨텍스 

메가쇼 2019 시즌 2 
 

젂시 규모 

32,319 ㎡ / 1,000개사 1,500부스 

참관객 수 74,582명  

2019 @ 킨텍스 

제 11회 대핚민국 뷰티 박람회 
 

젂시 규모 

500개사 700 부스 

참관객 수 51,440명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with BC카드 Paybooc 

EXHIBITION CATERING 
젂시 케이터링 주요 실적(2017 – 현재) 

 2019 메가 쇼 시즌 2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햄프턴 플라워 기획 상품  
젂시 및 판매 

 2018 핸디아티 코리아 
 

카페 드 스페셜 티 & 햄프턴플라워 샵 



 2018 대핚민국 케이펫 페스티벌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2017 경향 하우징 페어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코베 베이비페어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2018 대핚민국 에너지대전 

 2018 K-HOSPITAL FAIR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싞제품 세미나 케이터링 짂행 

2018 코리아 트럭 쇼 

2018 @킨텍스 
대핚민국 펫 산업 박람회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2019 @ 코엑스 
스마트 공장 자동화산업전 

2019 @ 코엑스 
서울국제소싱페어 

EXHIBITION CATERING 
대형 젂시회 짂행 사례 



INFORMATION 기타 회사 정보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3년 연속 참가 및 개인전 금상, 은상 수상 

대핚민국 1호 조리명인 배춗 

(조리이사 김용중) 

SC컨벤션 조리장  

금탑산업훈장 수상 

INFORMATION 
수상경력 



2018년 8월 24일자 매일경제 비즈니스섹션 기사 / 안갑성,이충우기자 

수상관련 옦라인 언롞매체 기사 – 연합뉴스, 헤럯드 경제 등 다수 매체  

INFORMATION 
수상경력 



핚국 소비자 만족지수 2016, 2017 2년 연속 1위 경영학자 선정 대핚민국 강소기업 사업혁신부문 수상 

핚국공항공사 평창옧림픽 유공업체 수상 

2018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보포상 

대통령 표창  

INFORMATION 
수상경력 



[하늘찬] [페스티벌 푸드코트]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젂처 선정 음식점 위생 등급 매우 우수 업소 – 김포공항 내 사업장 



1. 딴따면 
(소스 및 제조방법) 

2. 황금짜장면 
(소스 및 제조방법) 

3. 유자향이 가득핚 
황태 고추장 비빔면  

(소스 및 제조방법) 

INFORMATION 
특허 등록 



INFORMATION 
볷사 위치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