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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ght Door Freight Door Freight Door Freight Door

 ㈜이에스 게놈앤 ㈜토요 선영 ㈜청우 믹스앤 한벨 성원에프 썬앤문 강산농원 분더 ㈜아가렉스 ㈜비앤씨월드 ㈜아이비라인  ㈜외식경영 한국외식정보㈜
 기술연구소 메디신㈜ 핫코코리아 푸드 아이앤씨 매치 트레이드 아이㈜ 영농조합법인 키친 코리아 월간파티시에  월간COFFEE 월간외식경영 월간식당
8B601 8B603 8D601 8D602 8E601 8E602 8E603 8F601 8F602 8F603 8G601 8G602 8H601 8J601 8K601 8L601

농업정책 식품안전정보원 ㈜해외 ㈜케이티에스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창업미디어그룹  ㈜식품저널 한월드 ㈜아마존 ㈜자연 전주대학교 삼호농협 붙두막
보험금융원 인증센터 글로벌 전국푸드뱅크 창업&프랜차이즈 티엔씨(주)바이탈 그대로 산학협력단 신제품 설명회 식품가공공장식품(영)
7B603 7D601 7E601 7E602 7F601 7G601 7H601 7J601 7L601 7L602 7M601 7M602 8M504 8M508

㈜고전 블루베 농업회사법인 ㈜ 김대중 ㈜ ㈜세븐틴 ㈜도터 ㈜에이엘 ㈜ 농업 튤립인터 커피 녹차원 ㈜ 썸스 매일제과 ㈜삼아 ㈜헵시바 ㈜수미 영광찰보리
푸드 리로이 ㈜현진 엑스코 컨벤션센터 델리스 엠코리아 라인 엘리커 가온 ㈜ 회사 피엠 네셔널㈜ 토리 디엔 ㈜ 초록원 (유) 페셜샵 산업㈜ 인터내셔날 F&B 지인 명품화사업단

7A20 7A601 7A602 7B601 7B602 8B504 8B508 8C504 8C508 트레 바이오 법인 엘피스 8F504 코리아 에이 8G508 8H504 헬레닉 8J504 8J508 8K504 8K508 8L504 8L508
㈜율리 성심마스타 농업회사법인장수드림 대원 ㈜강스 ㈜ 에스시 아리 ㈜진현 ㈜와이에스 ㈜ 동진 남해보물섬 ㈜그린 대덕에프 케이엠 강화 ㈜ 금산흑삼 철수 ㈜베델 한국 ㈜태명 이딩 랜드 효종원 ㈜ ㈜와인 ㈜ 로스팅 ㈜한마음 에이스팜 와인 ㈜아로마 ㈜아우 ㈜큐 ㈜웨스트 ㈜고대 곡성로컬푸드 다압 ㈜콩새미 산들래

인터내셔날 푸드 ㈜돋움 협동조합 식품㈜ 푸드 식예원 디디㈜ 무역 식품 푸드빌 라이스본 미강 마늘(영) 아띠 알디㈜ 에프 홍삼㈜ 힐링 특성화사업단 식품 코리아 나가세 종합식품 커머스 컴퍼니 디에스 홀딩스㈜ 빌커피 레이트 케이씨 마이크로 미가 협동조합 매율(영)자연그대로(영) ㈜
㈜동해 7C503 7C507 7D503 7D507 7E503 7E507 7F503 7F507 7G503 7G507 7H503 7H507 7J503 7J507 7K503 7K507 7L503 7L507 7M503 7M507 8B503 8B507 8C503 8C507 8D503 8D507 8E503 8E507 8F503 8F507 8G503 8G507 8H503 8H507 8J503 8J507 8K503 8K507 8L503 8L507 8M503 8M507 8N503
샘물 ㈜해저 별식품 ㈜ ㈜리앤 대영 건국 경산에 죠이 ㈜선재 ㈜ ㈜준월 ㈜ ㈜ 청양군 ㈜올가 베네팜 ㈜엔자임 ㈜ 이제이 ㈜ ㈜메타 ㈜라온 농업회사법인 ㈜츄이 팥 디케이 ㈜ ㈜ ㈜ ㈜가보 정남진 호정 병영주조장

7A19 식품 해미가 에스푸드 씨제이 대학교 (영) 어스 전통식품 ㈜ 제이 리테일 다모 ㈜ 퍼시픽 니카 바이오 ㈜ 글로 글로벌 스타 포뮬러 오가닉 삼다원㈜ 에프앤비 이야기 브래드캘 ㈜ 아로마 에스 ㈜ ㈜ 다이 ㈜ ㈜ ㈜ 삼진 ㈜ 케이 팜스 발효누리(영) 식품㈜ 협성 강진전통된장(영)

비엔 7A502 7A506 7B502 7B506 7C502 글로컬 7D502 7D506 7E502 로뎀 푸드 7F506 7G502 아이엔 에프 7H506 7J502 7J506 7K502 개미 비스 코퍼 트리 베리 7N502 7N504 8A502 8A506 8B502 코리아 건우 라인 에이치 더원 티엠 ㈜ 카야 코쿠 아이 초코 조앤스 코이너스 씨앤 벨리 티시 8K506 8L502 8L506 농산 8M506 8N502
트레이드 원정 ㈜항진 케이엔씨 우화농업 ㈜참미 산학 마늘 네플 내추럴 푸드 서비스 고산농업 ㈜ 글로벌 앤비 동이 농업회사법인풍기특산물 웰바이 식품 얼라이 레이션 메이트 하우스 씨엔에이 ㈜ ㈜ 뉴욕 ㈜조이 ㈜ 에프피 ㈜ 코리아 허브 글로벌 뉴토리 코리아 코리아 푸드넷 사이버 빌 인터내셔날 에프 도너츠 코리아 좋은영농 ㈜ ㈜안복자 (영) 순천만 예술자연 진도군
7A18 씨푸드 축산 푸드㈜ 회사법인㈜ 푸드 협력단 빵집 초이스㈜ 협동조합 모아 식품 ㈜수내츄럴 영농조합법인 오텍 언스 바이오텍㈜ 한미 파낙산 팩토리 푸드 ㈜ 조합법인 미가원 한과 함초(영) 농식품㈜ 명품관(영)

7A501 7A505 7B501 7B505 7C501 7C505 7D501 7D505 7E501 7E505 7F501 7F505 7G501 7G505 7H501 7H505 7J501 7J505 7K501 7K505 7L501 7L505 7M501 7M505 7N501 7N505 8A501 8A505 8B501 8B505 8C501 8C505 8D501 8D505 8E501 8E505 8F501 8F505 8G501 8G505 8H501 8H505 8J501 8J505 8K501 8K505 8L501 8L505 8M501 8M505 8N501 8N505

아이프티 성남산업진흥재단 영덕농수산
코리아 영어농조합법인
7A17 U.S.A 전남생물 8N16
천혜  ㈜밥리버거  화경물산㈜  ㈜선해수산 신한성  ㈜청도명감  우정글로벌 OK KOSHER ㈜한국 리뉴얼 ㈜오스트레 ㈜애그로닉스 ㈜뉴트 ㈜ ㈜비 바이오델타 ㈜에코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전라 제일 농업회사법인경북대학교 ㈜시월
식품 시스템 식품  농업회사법인 관세법인 CERTIFICATION 라이스바이오 라이프㈜ 일리언메이드 렉스 내팜 에스티 코리아 플랜츠 ㈜ 연구원 식품산업연구센터 남도 바이오텍 아람농장㈜ 포도마을㈜ 에프앤디

7A16 7A403 7B403 7C403 7D403 7F403 7G403 7G404 ㈜ ㈜ 7J406 7K406 7M403 7N403 테크 8A406 8B403 8B406 8C403 ㈜ 프레 ㈜ ㈜굿모닝서울 제이앤 세준 8K402 8K404 농업 8M404 8N403 8N407 8N15
동해자유무역 ㈜ ㈜ 유니레버 ㈜ 아띠 한미 한라 놀러지 ㈜서울 ㈜ ㈜ ㈜ ㈜후 영남 ㈜ ㈜ 페레 제키스 푸드 푸드 ㈜향아 ㈜ 기술원 용궁 농업회사법인(사)대한노년 수도산
지역관리원 ㈜ ㈜ ㈜ 영미 한일 임실 아셀 코리아㈜ 농업회사법인 이엔 인터 에프 케이 식품 ㈜  롯데네슬레 ㈜ 아미 식연 ㈜ 에스 삼우 신승 스타일 코프 엔푸드 다보라 식품 해청정 식품 대흥㈜ 자원봉사회 산머루농원

㈜옹기식품 7A402 효성 동성 새안 산업 식품 치즈 푸드  ㈜엄마사랑 ㈜케이씨 푸드 내셔널 쓰리 앤엠 맘모스 코리아㈜ ㈜ 미스바 코젠 ㈜ 성신 만안 8B402 영신 미담 앤텍 티디 하이켐 레이션 유통 8G401 8G403 8H401 8J401 8J403 8K401 8K403 8L401 8M401 8M403 8N402 8N405 8N14
농업회사법인한국마루 푸드 식품 푸드 ㈜ ㈜ 에프 프레쉬 그룹 제과 그래미 알텍 ㈜ 뉴트리 비에스티 ㈜일신 코리아 에프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충남 부여군 발효촌 ㈜친정애 삼도봉
7A15 코메㈜ 엔비 ㈜ 나퓨 해양바이오연구원 농업회사법인 오미자

㈜ 7A401 7A404 7B401 7B404 7C401 7C404 7D401 7D404 7E401 7F401 7G401 7H401 7H404 7J401 7J404 7K401 7K404 7L401 7M401 7M404 7N401 7N404 8A401 8A404 8B401 8B404 8C401 8C404 8D401 8D404 8E401 8E404 8F401 8F404 8N401 8N404 8N13
김노리 ㈜비락 솔나라
7A14 지엔비

8M304 8M308
경기도 서원 울진고초령 한미래 정가네식품 인산죽염㈜

㈜ 농업회사법인 씨에스  농업기술원 대학교 산양삼 식품 상림연(영) 우리밀농산(영)

광천김  (유)미와미 에프㈜ 산학 8M307 8N303 8N306 8N12
7A13 7A303 ㈜ ㈜영인  매일식품㈜ ㈜사옹원 ㈜ 7M306 ㈜ 국내 유통바이어 상담회 협력단 농업회사법인 영주전통 운림농원 ㈜우리가

㈜백제 보보 ㈜ 농업회사법인  코퍼레이션 예광 SEOUL 비즈니스센터2 유앤 ㈜ ㈜영주와인 삼계탕 ㈜코리아솔트 하얀햇살㈜

식품 에프 프로엠 미성패밀리㈜ 조인㈜ ㈜삼경프라자 비즈니스센터1  천일식품㈜ 인터 농업회사법인 FOOD ㈜빅솔  남영상사㈜ ㈜선인 아이 다정 ㈜다경 8J301 8K301 8M302 8M306 산업 8N305 8N11
7A12 ㈜숲풀림식품 엔지 맹동지점 7H301 7J301 7K301 네셔널 ㈜쌈지 AWARDS 엔젤스 (재)전남생물 2015괴산세계 풍기인삼공사 육성 (영)천령식품 (영)고운

에프앤비 산업진흥원 유기농산업엑스포영농조합법인 사업단 함양농협 ㈜지산식품

8L301 8M301 8M305 8N301 8N304 8N10
농업회사법인 7A301 7B301 7C301 7D301 7E301 7L301 7M301 7M304 8B301 8C301 8D301 8E301 8E304 8F301 빅마마 해서 경북 안동시 (재)충청북도 경남 함양군
순창문옥례식품㈜ ㈜한울 ㈜굿모닝 농업회사법인 이조 참과일촌 대대로 씨푸드㈜ 물산 지방기업진흥원
7A11 식품 푸드 ㈜늘그린 명과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8K205 8K210

7H204 7H208 7J204 7J208 7K204 7K208 남해군 꼬방시 ㈜ ㈜휴럼 ㈜주영 ㈜제주 (영)제주
㈜ 아셀떡 농업회사법인 미락 우리 대흥 농업회사법인 흑마늘㈜ 푸드 위드오 인터내셔널 자연식품 창해수산

성경 명성제분㈜ 에프앤 식품 식품 경기합동주조㈜ 8K204 8K209 8M204 8M208 8N204 8N208 8N09
식품 ㈜ ㈜참한 씨앤 7H203 7H207 7J203 7J207 7K203 7K207 남향 ㈜ 쓰리씨 ㈜ ㈜ 예전 장마을 ㈜ ㈜아올 생드르 (영)무궁 ㈜제주

마블 식품 ㈜ 에이치 농업회사법인 우리 성찬 ㈜굿또르 경일 농업회사법인 ㈜ 푸드 ㈜ 코리아 시스템 ㈜ 네이처 ㈜ ㈜ 에프 농원 다희연 아올 (영) 무진 씨그린
7A09 러스 7A208 다미 에프  조이아무역 심플로트 ㈜영풍 미단 식품 푸드 식품 (유)참본 씨알 또띠아  태광식품㈜ 세미원 트레이드 에스 베이크 에프 티알 신아로 에이   보광 천하 솜 8K203 8K208 8M203 8M207 8N203 8N207 8N08

푸드 삼해 푸드텍 에스 ㈜이룸 코리아㈜ 7H202 7H206 7J202 7J206 7K202 7K206 푸드 ㈜ 푸드 앤드 알엘 플러스 앤비 아이 뱅크 코퍼레이션㈜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조양 남해섬 오제이 ㈜푸른 태양 제주 ㈜해일
상사㈜ ㈜  푸드시스템 ㈜하림 ㈜ 농가 오성 미래 서해안 ㈜화요 써비스 수산㈜ 흑마늘㈜ ㈜ 제주 수출(영) 메밀(영)

㈜진한 7A203 7A207 7B203 7B207 7C203 ㈜쉐프스푸드 7G201 수라당 마루㈜ 제과 푸드 식품 7L203 7L207 7M203 7N203 7N207 8A203 8A207 8B203 8B207 8C203 8C207 ㈜ 8E203 8F201 8G201 8H201 8K202 8K207 8M202 8M206 8N202 8N206 8N07
식품 7H201 7H205 7J201 7J205 7K201 7K205 아쿠아리어스 전북 고창군 ㈜청해 ㈜대신 ㈜제주 제주탐라 ㈜제이 사회복지법인제주특별

7A08 한양 물산 물산 아가 씨푸드(영) 크리에이션평화의마을 자치도
콩그린 제너럴 티디에프 골든벨통상㈜ 7E201 7F201  ㈜지이스트 현이푸드빌㈜  ㈜미동농산  ㈜얍컴퍼니 ㈜비케이  ㈜케미넥스 퓨어플러스㈜ 8J201 8K201 8K206 8L201 8M201 8M205 8N201 8N205
식품 푸드 코리아㈜ 씨오알피 경기 남양주시 ㈜경남무역(경남도) (재)제천한방 제주테크노파크 종다양성 ㈜

7A07 정남농협화성웰빙떡㈜백제 ㈜농심 ㈜맘모스 ㈜엔 ㈜한국 바이오진흥재단 연구소 정민서
7A201 7B201 7C201 7D201 클러스터사업단물산 미분 제과 초이스 라이스바이오 7L201 7M201 7N201 8A201 8B201 8C201 8D201 8E201 8N06

7H106 7H112 7J106 7J112 7K106 7K112 오대산
㈜ 라이 다농 대선 유진 오양 서울 광천토굴 설악산 디엠제트 농업회사법인 청아굿 청송 솔대와 식품

대왕 스파이 식품 제분㈜ 물산 식품 장수㈜ 전통식품 단풍빵 문경 드림푸드㈜ ㈜장수채 푸드 사과한과 하늘 8N05
7H105 7H111 7J105 7J111 7K105 7K111 8J105 8J110 오미자 8K110 8M105 8M106 8N105 8N110

7A05 상도푸드 농업회사법인 칠갑 ㈜한스 ㈜리빙 설악프로방스 ㈜ 농업회사법인 ㈜푸른 ㈜해피 밸리(영)깊은숲속 ㈜청우라이프 미가인 ㈜아로니아 평창
 아침의땅㈜ 농산㈜ 코리아 라이프 배꽃마을농업회사법인㈜참살이 ㈜두리두리 영흥  에이앤에스 가족 앤조이 행복한식품㈜ 사이언스 에프엔비 사람들 대관령황태

7A104 ㈜이탈리멘티 7H104 7H110 7J104 7J110 7K104 7K110 7L104 ㈜ 식품 스타치코리아  ㈜동학식품  미립물산㈜ 효성 8J104 8J109 8K104 8K109 8M104 8M107 8N104 8N109 이야기(영)
신라 세움 ㈜ ㈜ 인터내셔널㈜ 하늘빛 ㈜ ㈜제이케이 감자 선호 만나 윤팔선군위 오가피 8N04

대학교  ㈜보라티알 ㈜오뗄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 ㈜ 후드원 뉴트라 농장㈜ 식품 포도원 콩잎김치(영) 랜드㈜ 청성
산학 ㈜끄레몽 ㈜지앤엘푸드 매크로통상㈜ ㈜아워홈 7N103 7N107 ㈜ 엘림 8B103 성풍양행㈜ 8D103 8E103 8J103 8J108 8K103 8K108 8M103 8M108 8N103 8N108 애원㈜

협력단 ㈜상도 에프앤비  ㈜씨피케이 지피코 씨아이 ㈜소세골 ㈜ 삼성 정선아리랑 예천청결 수동영농 8N03
 코포레이션  푸드시스템 농장 동우당 웰모닝 생약㈜ 한과농원(영) 고추(영) 조합법인

7A03 협회 협회 협회 ㈜지이디통상 ㈜네오크레마 ㈜금강B&F ㈜티젠 8J102 제약 재 8K107 8M102 8M109 8N102 8N107
㈜뉴트리 ㈜ 단 용대황태 ㈜바이오 영양고추 대관령눈마을 박광희

마루 라이스 연합단대륭(영)토피아 유통공사 황태(영) 김치
사야 7A101 7B101 7C101 7D101 7E101 7F101 7G101 7H101 7J101 7K101 7L101 7M101 7N101 8A101 8A105 8B101 8C101 8D101 8E101 8F101 8G101 8H101 8J101 8J106 8K101 8L101 8M101 8M110 8N101 8N106 8N02

코리아 (재)경북바이오 (재)전라북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제천한방 (재)춘천바이오 부일
㈜ 산업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바이오진흥재단 산업진흥원 강원 평창군 농산

7A01 8N01

유관기관 컨설팅 부스
헬프데스크 헬프데스크

주최자 주최자 주최자 주최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Organizer Organizer Organizer Organizer
화장실 화장실 Office Office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Office Office 화장실 화장실
Toilet Toilet Toilet Toilet Toilet Toilet Toilet

EXIT / ENTRANCE EXIT / ENTRANCE EXIT / ENTRANCE EXIT / ENTRANCE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지자체 및 유관기관

Hall 7 Hall 8

농축수산 가공식품전 건강기능 및 유기농전 식품소재 및 첨가물전 디저트 및 음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