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실 Toilet 화장실 Toilet 사무실 사무실
Office Office

Freight Door Freight Door

전자명함등록 등록카드

국내 바이어 상담장
세계 식품 트렌드 홍보관 FOOD&ART

(재)대구테크노파크리뉴얼 조양 김천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대가야 성아 ㈜아태라이스

바이오헬스융합센터라이프㈜ 수산㈜ 방짜유기 가람솔 전통명가발우 우륵식품 식품 시스템

7B407 7B409 7C407 7C408 7D405 7D406 7E405 7E406 7F405

경상북도

㈜에이치 광양 ㈜수미지인 천지해(영) 김미경전통 학암농원 힐링숨농장 어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지비케이㈜태광

와이통상 매화골농원㈜미가원 참농인 재래된장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해일 올레바당 오토파츠 웰푸드

7A16 7B403 7B406 7C403 7C406 7D402 7D404 7E402 7E404 7F402 7F404 7G15

하영그린 협성 농업회사법인 붙두막 김천시귀농 도주영농영덕농수산 ㈜제주팜 ㈜아울 ㈜ 김제시 ㈜

아카데미 농산 황칠다담㈜ 식품(영)귀촌길라잡이 조합법인영어농조합법인 플러스 아울 대경햄 농업기술센터 씨큐브

7A15 7B402 7B405 7C402 7C405 7D401 7D403 7E401 7E403 7F401 7F403 7G14

산청친환경유기 다압 ㈜정남진 영농조합법인삼도봉

한우육성사업단 매율(영) 아카데미 성진 오미자농장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7A14 7B401 7B404 7C401 7C404

구암 영주농업 토향 영농조합법인 평창

전라남도 농산 회사법인 우미 ㈜ 부 사람들

㈜ 7D302 7D304 7E302 7E304 제주 안 7G12

만선영어 진도 호정 안복자 대흥㈜ 풍기인삼공사풍기특산물 영어조합법인㈜제주 아가 군 ㈜

조합법인 명품관(영) 식품㈜ 한과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제주창해수산건국내추럴 정민서

7A12 7B303 7B306 7C303 7C306 7D301 7D303 7E301 7E303 7F301 7F303 7G11

㈜ 청풍돼지 함평 한반도 솔대

다사랑 감자(영) 단호박사업단 경산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와하늘

7A11 7B302 7B305 7C302 7C305 7G10

미락 천사섬 예술자연 좋은영농경산에 새아침 ㈜알지 한림 ㈜한라산 황태

에프앤 함초(영)농식품㈜ 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바이오 수협 식품 농업 이야기

7A10 7B301 7B304 7C301 7C304 7D204 7D208 7E203 7E206 회사 7F206

㈜케이 윤선애 얌얌영농 ㈜ 법인 청성 오대산 인트 스페 스쿨 한국 쿠킹폴

전라남도 씨푸드 선인장 조합법인 일해 조인 애원 식품 락스 이스 푸드 식품 리오

7D203 7D207 7E202 7E205 ㈜ 7F205 7G08 A21 A22 A23 A24 A-25

경천 장흥 영광찰보리 삼호농협 농업회사법인 니나버섯 ㈜친정애 ㈜제주 한라산 박광희 부일

식품㈜ 무산김 명품화사업단 식품가공공장아람농장㈜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자연식품 농원(영) 김치 농산

7A08 7B203 7B206 7C203 7C206 7D202 7D206 7E201 7E204 7F201 7F204 7G07

금중탑골 비금도 덕동원 ㈜금정전통㈜영양 발효촌 범촌 대관령눈마을 메이필드신세계 삼구 타르틴 투더디

농원 1호염전 영농조합법인 장류농업회사법인그린푸드 식품 평창군 황태(영) /한화 푸드

7A07 7B202 7B205 7C202 7C205 7D201 7D205 7G06 A20 A19 A18 A17 A16

황수연전통 6형제 미가식품 이레빛 영양고추 홍성군 One day class One day class One day class 파리 할리스 보나미 CJ 신일

식품(영) 소금밭 영농조합법인 농장(유)유통공사 경상북도 ㈜ 농업 태국 루마니아, 이스탄불 멕시코, 세라워크 크라샹 푸드빌 산업

7A06 7B201 7B204 7C201 7C204 키토스 기술 A11 A12 A13 A14 A15

상사 센터 봉메 원광디지털

전라남도 식품 사회복지협의회 대학교

7F104 7F109 7G04 7I03 푸드트럭 7J06

고산농업 죽방염 고흥석류친환경 ㈜영 ㈜헬스 (재)제주 콩그린 이랜드 풀잎체 수수보리미셀 바나나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 사이언스페이스 테크노파크 식품 푸드

7A04 7B103 7B106 7C103 7C106 안동시 7G03 A10 A09 A08 A07 A06

농업회사법인 청매원 강산 연스토리 앳선라이즈 켄달컬리지 삼양 아모제 AK 아시아 태려

㈜수내츄럴 전남 (영) 농원(영) ㈜ (영) 동아이지에듀 패스 세이브더칠드런 산업

7A03 ㈜ 전통주 7C102 7C105 이가 ㈜ 7G02 7I02 7J07 7K02 A01 A02 A03 A04 A05

㈜ 금홍 홍보관 ㈜황칠 삼손 자연면 그래미 자연애 청강문화

파낙산 코리아 푸드㈜ 홍보버스 산업대학 일꾸오꼬-알마 서울호텔종합전문학교

7A02 7B101 7B104 7C101 7C104 7D101 7E101 7F101 7F106 7G01 7H01 7I08 7J01 7K01

홍삼팜 (재)전라남도 문 운영 서류 면접

C&C 생물산업진흥재단 서 사무국 컨설팅 컨설팅

7A01 B01 B02 C01 C02

현황판 이력서

작성대

주최자 주최자
사무실 사무실

Organizer Organizer

화장실 화장실 Office Office 화장실
Toilet Toilet Toilet

EXIT / ENTRANCE EXIT / ENTRANCE

독립식 부스 조립식 부스

미래조리기

술학원
세계식품트렌드관

7J03

한국커피

진흥원

7H03 7I04 7J04 7K04

서울국제요리경연대회

Cooking Concert

Dream Talk Show
바리스타대회

휴게소

7J02

사

진

전

HELP DESKHELP DESK

Hall 7그린마켓 

GREEN MARKET 

제일바이오텍 

경상북도투자

유치서울센터 

7H 7I 7J 7K 

서울국제조리학교 

&학원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