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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
㈜원정 ㈜ 별식품 에스시 인터 삼해 갓바위 성심 ㈜강스 ㈜착핚 영어조합법인 ㈜ ㈜해외 우정글로벌 에스지 이지 ㈜사케 유기농 로스코 천혜 ㈜에이팩스 경천 ㈜자연 농업회사법인제주담은 주앆 ㈜참든 뉴 무주웰니스 ㈜ 태조 비티엒 식품앆전정보원 ㈜지엓 ㈜넥스쳐이원 ㈜ 정담아 채움 너와마을  ㈜식품저널  ㈜외식경영 창업미이어그룹 핚국외식정보㈜
씨푸드 씨허브 디디㈜ 내셔널 상사㈜ 식품㈜ 마스타푸드 푸드 음식 제주창해수산 해미가 인증센터 관세법인 상사㈜ 푸드 코리아 나라 파인푸드 식품 코리아 식품㈜ 그대로 ㈜라이스본 곡물연구소 상사㈜ 건강과학 라이프 식품사업단 더밥 모아 인터내셔널 생생초 ㈜ 건강생활 영농조합법인 월간외식경영 월간창업&프랜차이즈 월간식당
7A25 7A701 7A702 7B701 7B702 7B703 7D701 7D702 7E701 7E702 7F701 7F702 7G701 7G702 7H701 7H702 7J701 7J702 7J703 7L701 7L702 7M701 7M702 7N701 7N702 8A701 8A702 8B701 8B702 8D701 8D702 8D703 8E701 8F701 8F702 8G701 8G702 8H701 8H702 8J701 8K701 8L701 8M701

㈜코리아 동해자유
㈜현복 동화 ㈜ 케이엒씨 아리 마늘 ㈜필 ㈜케이 ㈜해저 ㈜진현 ㈜케이알 ㈜ 농업 리뉴얼 에프엒 농업회사법인 ㈜ ㈜베델 바이옦 내음 ㈜ ㈜코벡 에스인터 트레이드 ㈜ 삼성 ㈜이에스 베이스 ㈜ ㈜디파이언스 ㈜비앤씨월드 핚국사회복지 ㈜ 김대중 무역지역
식품 ㈜ 푸드 ㈜ ㈜ 이푸드 푸드㈜ 무역 빵집 푸드앤티 ㈜ ㈜ ㈜ 비엔 대주 ㈜ ㈜ ㈜ 식품 식품 푸드스 ㈜ 에이치 회사 라이프㈜ 바이오㈜ ㈜수내츄럴 힐링 코리아 에프엒비 대핚 식예원 지비 내셔널 앤드써비스 씨나 식품 식품원료 이즈 미엓 코리아 월간파티시에 협의회(전국푸드뱅크) 엑스코 컨벢션센터 관리원 ㈜

7A24 태종 7A604 삼미 밥리 7C602 7C604 7D602 7D604 7E602 유기 금호 청산 푸드 종합 젠니혼 에이원 골든 7J604 7K602 7K604 보람 푸드 법인 (사)양평 7N602 맊앆 8A602 8A604 8B602 8B604 8C602 켐텍 8D602 8D604 8E602 8E604 브로 8F604 8G602 8G604 8H602 8H604 8J602 8K602 8L602 8L604 8M602비엔피 싞제품 설명회
㈜솔뫼 에프디 싞핚성 엔에프 버거 ㈜참핚 웰바이 코메가 내추럴 우화농업 농산 통상 바다 인터 농산 주류 앤 피트 ㈜ 핚국마루 동이 비티 서플 ㈜ 친환경 ㈜쌈지 강화 ㈜라옦 ㈜ 씨에스 ㈜서울 ㈜ ㈜케이 일본쇼켄 ㈜도터 ㈜세븐틴엔 코리아 ㈜제오막 ㈜이에스 피엔 다인 ㈜청우 ㈜아로마 동남 ㈜주영 레몬에이드 ㈜현대 ㈜큐알에스 에버딘 코리아
에프엒씨 식품 식품 오텍 초이스㈜ 회사법인㈜ 네셔널 강식품 코메㈜ 식품 라이 네떼 쌀사업단 에프엒비 홍삼㈜ 오가닉 핚미 에프㈜ 식연 엔에프 홀딩스㈜ 라인 코리아 코리아 기술연구소 엓피스㈜ 무역 아이앤씨 빌커피 상사 인터내셔널 베버리지스 에프앤비 코리아 코리아
7A23 7A601 7A603 7B601 7B603 7C601 7C603 7D601 7D603 7E601 7E603 7F601 7F603 7G601 7G603 7H601 7H603 7J601 7J603 7K601 7K603 7L601 7L603 7M601 7M603 7N601 7N603 8A601 8A603 8B601 8B603 8C601 8C603 8D601 8D603 8E601 8E603 8F601 8F603 8G601 8G603 8H601 8H603 8J601 8J603 8K601 8K603 8L601 8L603 8M601 8M603

21세기
베이비 농업
월드 건국 청학 ㈜ ㈜ 회사 ㈜ ㈜카베 ㈜츄이 ㈜ ㈜ ㈜ 이제이 ㈜ ㈜ 태원 진저 더불어 ㈜ 우도바당

㈜ 대학교 에프 마블 보보 동우 ㈜ 법인 ㈜ 제이 ㈜ 피앤에스 에프엒비 내팜 르뺑 이든 가옦 ㈜ ㈜ 아로마 글로벌 ㈜ 태명 ㈜ 초록원 이악 ㈜ 통상 엔큐 보틀 ㈜ 청향 땅콩(영) 세이브
7A21 명도 글로컬 엒씨 러스 ㈜윈푸드 ㈜현성 에프 ㈜ ㈜삼진 핚라식품 ㈜사옹원 농산 호산 ㈜ 하이 푸드 애그로 ㈜이룸 7N502 7N504 8A502 8A504 라이프 트레 건우 미담 라인 코퍼 동성 종합 기산 ㈜ 핚국 8G504 세스 ㈜ 초코 8J504 리테일 8K504 8L502 8L504 8M502 더

물산 산학 ㈜ 푸드 에프엒비 엒지 프로엔 글로벌넷 ㈜ 물산 옧가 리치 서비스 닉스  푸드시스템 ㈜푸드 ㈜ ㈜비 ㈜ ㈜ 이딩 에프피 에프엔 ㈜ 레이션 글로벌 식품 패밀리 뉴토리 제다 ㈜동해 코리아 위스트 사이버 선영 ㈜ 농업회사법인 라지오 농업회사법인 ㈜예다 칠드런 ㈜모카씨엒티
협력단 니카 코아 미엒느 에스티 황초원 샘물 푸드 아람농장㈜ ㈜돋움 전통식품

7A501 7A503 7B501 7B503 7C501 7D501 7E501 7F501 7G501 7H501 7J501 7J503 7K501 7K503 7L501 7L503 7M501 7N501 7N503 8A501 8A503 8B501 8B503 8C501 8C503 8D501 8D503 8E501 8E503 8F501 8F503 8G501 8G503 8H501 8H503 8J501 8J503 8K501 8K503 8L501 8L503 8M501 8M503 8N501

성남산업진흥재단 ㈜
초록 아이비
나무 농업회사법인  ㈜핚성식품  ㈜선해수산 농업회사법인  ㈜청도명감 ㈜맘모스제과  ㈜아미코젠 ㈜핚국 ㈜피엒에스 산내들 ㈜ 바이오델타 씨엒에이 ㈜큐 녹차원 튤립인터 농업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으뜸복숭아 리버윌 ㈜글로벌 ㈜비락 라인
㈜ ㈜다모  ㈜네이처팜 농업회사법인 미농 엒터프라이즈 SM 에프 코리아 바이오텍㈜ 케이씨 ㈜ 내셔널㈜ 회사 ㈜ ㈜ 부여굮지역 송화마루㈜ 돈박(주) 도원두레(영) ㈜ 제너레이션 지엒비 월간

7A403 7C403 7D403 7E403 7G403 7H403 7J403 7K403 ㈜ ㈜ 7N406 8A403 ㈜ 에이 8C406 8E403 8E406 8F403 8F406 ㈜엒제이 법인 제이앤 ㈜ 굿모닝 농협조합 8L402 8L404 8M402 8M404 8N402 8N404 COFFEE
㈜광천김 영흥 핚미 베스 애니 예광 뱅크 ㈜ ㈜ ㈜ (유) 푸드 제키스 서울 공동사업법인 밀양시 청양 풍원농원 ㈜맘 ㈜해송 ㈜금성 8N15

 ㈜성경식품 ㈜김노리 ㈜ 식품 에프 트로  농협중앙회 닥터 핚일 인터  남영상사㈜ 아이 싞승 ㈜ ㈜삼아 글로 ㈜ 미와미 연합사업단 식품(영) 칠성농원 메이크 에프엒지 티케이
㈜움트리 핚양 ㈜임실치즈 ㈜엔케이 ㈜엄마사랑  태광식품㈜  매일식품㈜ 선도 ㈜ 쓰리 ㈜ 헬스 식품 ㈜ 네셔널 ㈜ 영싞 푸드넷 하이켐 티알 인터 비스 다보라 8G401 8H401 8H403 8J401 8J403 8K401 8L401 8L403 8M401 8M403 8N401 8N403

7A17  제너럴푸드 에프엒비 씨푸드 식품 케어 ㈜ 그래미 모전 코리아 아이 내셔날 얼라이 유통 경남 밀양시 이천시 (사)도농문화
식품 언스 콘텎츠연구원

7A401 7B401 7C401 7D401 7E401 7F401 7G401 7H401 7J401 7K401 7K404 7L401 7L404 7M401 7N401 7N404 8A401 8A404 8B401 8C401 8C404 8D401 8D404 8E401 8E404 8F401 8F404 8N14
예미담 자연에서 경산에 해뜨는농장 ㈜ ㈜지엒 핚국농어촌공사
드림인 지리산춘향골맑은물(영) (영) 농업회사법인㈜ 산내들 씨팜 강원지역본부
8K303 8K306 8M305 8M310 8N305 8N310 8N13

㈜ 춘향골사람들화촌엄마손 푸른산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로뎀  ㈜승화푸드 농업회사법인  ㈜라이스 생명환경 미래 미락 김포맥아 성풍 성풍 남향푸드 (유)참본 지리산뚱딴지와허브 참농원 대흥㈜ ㈜모아 ㈜일해
푸드 순창문옥례식품㈜ 웰푸드 쌀가공육성사업단 푸드 에프앤 칠갑 식품 양행 양행 또띠아㈜ 국내 유통바이어 상담회 8K302 8K305 8M304 8M309 8N304 8N309 ㈜씨티

7A303 7B303 7H303 7H305 7J303 7J306 농산 7K306 7L303 7L306 7M303 SEOUL 비즈니스센터2 ㈜ ㈜지엠에프 남원시조합 푸드
비즈니스센터1 유진 하늘선 ㈜지산 ㈜ 농업회사법인 FOOD ㈜아로마 ㈜ ㈜ 유앤 ㈜ 남원농특산물유통연합공동사업법인 8N12

영화식품㈜ ㈜에쓰푸드 물산 남포(영)푸드시스템 풀로윈㈜ AWARDS ㈜빅솔 에프아이 ㈜선인 선인 유로 아이 다정 8J301 8K301 8K304 ㈜킴스
㈜숲풀림식품 조이아무역 7H302 ㈜ 7J302 7J305 7K302 7K305 ㈜아띠 ㈜훼밀리 베이크 엒젤스 전북 고창굮 전북 남원시청 (영)핚국 함양농협 함양상림원(영) 농업회사법인 프라이스

7A13 덕산 원우 ㈜동성 ㈜엒 비에프 ㈜핚국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날 농축산품수출협의회 맥꾸룸 지리산산골흑돼지㈜하얀햇살㈜㈜산드레 8N11
식품 식품 초이스 씨㈜ 라이스바이오 8L301 8M303 8M308 8N303 8N308

마루 7A301 7B301 7C301 7E301 7H301 7H304 7J301 7J304 7K301 7K304 7L301 7M301 8B301 8C301 8D301 8E301 8E304 8F301 8F304 용궁 ㈜슈퍼푸드 경북 앆동시 고초령 (영)고운 ㈜

사야 식품 에프엒비 산양삼 용추골된장집 우리가 햇잎
코리아 8K205 8K210 8M302 8M307 8N302 8N307 푸드

㈜ ㈜천년 제천 내몸애 경북대학교 ㈜지산식품 ㈜코리아솔트 향아수산 8N10
미인 동산약초 포도마을㈜ 명가원 정가네식품 영어조합법인 ㈜

7A11  ㈜이엒푸드 ㈜대정 ㈜세미원푸드 ㈜라이 농업 오양 ㈜참미 아셀떡 농업회사법인 ㈜뉴트렉테크놀러지 ㈜ 8K204 8K209 8L204 8L208 8M301 8M306 8N301 8N306 해마루
켑틴앤 농업회사법인 테크 회사 식품 푸드 ㈜  ㈜두리두리 성싞비에스티㈜ 네이처 ㈜ 유경 영농조합법인 농업 ㈜씨알 경북도 경남 함양굮 8N09
크루즈 상도 7B204 ㈜케이씨 7D204 7G203 7H203 법인 7J203 7J206 핚스 7K206 7L204  ㈜미동농산 ㈜백년에프엔지 ㈜팜스빌 에프 ㈜  ㈜꽃샘식품 비케이 ㈜  ㈜후스타일 세준푸드 농업회사법인 식품 가람솔 회사 푸드

㈜ ㈜ 푸드 프레쉬 씨제이 대흥 ㈜백제 코리아 금모래 우싞산업㈜ 앤비 싞아로 바이오 다경 효종원 8K203 8K208 법인 8L207
대왕  제일제당㈜ 식품 ㈜ 마당 ㈜ 예천청결 청도원 ㈜에이치 제천 황수연 함앆굮

7A203 7A207 7C203 ㈜선진 ㈜영인 7H202 7H205 농심 라이스 7K202 7K205 ㈜ 다인 7N203 8A203 8B203 8C203 8C207 8D203 8E203 8E207 8F203 8G201 8H201 고추(영) 영농조합법인 맥스 핚약(영) 강진 전통식품(영) 조합
7A09 에프에스 코퍼레이션 우리 정남농협화성웰빙 미붂 파이 성찪 농업회사법인 지피코 소재 8K202 8K207 8L202 8L206 전통 8N206 공동

㈜ ㈜ ㈜푸드옧마켒 ㈜미성패밀리 식품 떡클러스터사업단 식품 조은술세종㈜ 에포크라인 영양고추 풍기인삼 제천시 박달재핚방 된장 (재)영월 사업
진핚 효성 골든벨통상㈜ 7F201 7G201 7H201 7H204 7J201 7J204 7K201 7K204 ㈜지이디통상  ㈜오스트레 ㈜비케이 ㈜두비산업 ㈜동학식품 퓨어플러스㈜ ㈜영남 유통공사 공사(영) 웰빙식품 영농 청정 법인
식품 푸드 일리언메이드 씨오알피 코프레이션 8J201 8K201 8K206 8L201 8L205 조합 소재 8N07

㈜ 경기 남양주시 경상북도 (재)제천핚방 법인 산업
오트리 7A201 7A205 7B201 7C201 7D201 7E201 7L201 7M201 7M205 7N201 8A201 8B201 8C201 8D201 8E201 8F201 바이오진흥재단 진흥원 평창라벢더팜

푸드 ㈜미지 ㈜KC ㈜ ㈜리빙 ㈜ ㈜ 8M201 8N201 8N204 평창사람들농업회사법인㈜

빌리지 푸드 맛있는푸드 늘그린 라이프 밥닥 화요 ㈜제이케이 이현구 디엔제트 장마을 빅마마 (재)전남생물 8N06
7H105 7H110 7J105 7J110 7K105 7K110 뉴트라 발효연구소 드림푸드㈜문경 씨푸드㈜ 산업진흥원 봉평메일

경일 맘모스 앆성 농업회사법인 농업 서울 8J105 8J110 8K105 오미자 8L105 8L110 특산단지(영)

7A06  영미산업㈜ 식품 제과 떡방㈜ 아침의땅㈜ 회사 장수㈜ 프레페레 아띠팜 밸리(영) 창녕 알로에 어업회사법인 황태이야기 8N05
7H104 7H109 7J104 7J109 법인 7K109  에이앤에스 기후 도리원 팜(영) ㈜제주아가 청성애원㈜

7C104 ㈜ ㈜ 서해앆 오성 ㈜영풍 농업회사법인 스타치코리아 ㈜바이오랜드  ㈜조앤스빌 8F104 8J104 변화 농업 8K109 8L104 8L109 8N104 8N108 오대산

㈜끄레몽 수라당 미정 식품 제과 (유)참본 ㈜ ㈜뉴트리 대응 기술 유빙행복핚 ㈜핚국 휴림 농업회사법인 수가솔방 식품

㈜오뗄 에프엒비 7H103 7H108 7J103 7J108 7K103 7K108 ㈜ 라이스 실용화 사람들 동백연구소황칠㈜ 위앤미㈜ 수동영농조합 8N04
㈜씨믹스 ㈜쉐프스푸드 매크로통상㈜ ㈜보라티알 ㈜아워홈  성풍양행㈜ 농업회사법인  선일수산㈜ 8B103 8C103 8D103 아쿠아리어스 8J103 8J108 재단 8K108 8L103 8L108 8N103 8N107 대관령눈마을

㈜해드림푸드 ㈜티젠 깊은숲속 설악산 ㈜희창 도울 제주알로에 들애초농산 황태(영)

㈜지앤엓푸드 다미앆 행복핚식품㈜ 단풍빵 유업 농산(영) 영농조합법인 ㈜정믺서 8N03
㈜ ㈜네오크레마 ㈜케미넥스 ㈜금강B&F ㈜ 8J107 8K102 8K107 8L102 8L107 8N102 8N106

엓림 협회 협회 협회 엒푸드 하늘빛 ㈜소세골 다원 ㈜대싞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솔대와하늘 박광희

씨아이 ㈜ 농장 식품㈜ 물산 드림팜 ㈜아옧아옧 평창오가피 김치

7A101 7B101 7C101 7D101 7E101 7F101 7G101 7H101 7J101 7K101 7L101 7M101 7N101 8A101 8B101 8C101 8D101 8E101 8F101 8G101 8H101 8J101 8J106 8K101 8K106 8L101 8L106 8M101 8N101 8N105 8N02
(재)경북바이오 (재)전라북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남무역(경남도) (재)전남생물 제주 부일

(사)핚국쌀가공식품협회 산업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강원 평창굮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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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Desk 유관기관 컨설팅 부스  Help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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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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