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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1 영광찰보리신활력플러스사업추
진단
보리올세트, 찰보리빵, 찰보리쌀
식혜, 새싹보리분말, 찰보리쿠
키, 보리차 등
061-351-5250
A-103 강천
새우젓, 명란, 창란젓, 낙지젓,
오징젓, 굴젓, 갈치속젓, 토화젓,
꼴뚜기젓 등
010-6666-3627
A-104 신아푸드
김치류, 젓갈류
051-633-1645
A-106 ㈜선봉식품
자연깃든 삼계탕 외 탕류
032-581-8100
A-108 홍화씨기름&조청
홍화씨기름, 조청
A-109 농업회사법인㈜청정인삼
홍삼제품
041-752-7103
A-110 ㈜팜인더
건조과채칩
063-835-3569
A-111 하효살롱협동조합
하효맘감귤과즐, 제주보리과즐,
감귤칩과즐, 오메기떡
064-732-8181
A-112 희망이네농원
새싹삼
010-3600-3971
A-113 진광
농산물, 건어물
010-5449-7388
A-114 산막골 토종꿀
토종꿀
A-116 경북햇살농원영농조합법인
과일즙 과일칩
070-8801-1135
A-117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홍삼제품
041-750-6131
A-119 함양구기자
구기자
A-121 청년바른식
전통한과 및 디저트한과, 과자류
062-470-5959
A-122 수가비콩두부
수가비콩두부,수가비콩떠먹는순
두부,수가비도토리묵,청국장,콩물
010-3327-5400
A-123 ㈜천년미인
들기름,과일식초,배주스
054-751-2360
A-12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건홍
명품 흑홍삼 가바, 고려홍삼절편
041-751-8812
A-126 단지묵
국산도토리묵, 메밀묵, 올방개
묵, 우우묵, 묵가루, 말린묵, 콩
가루, 라떼, 연자죽
A-128 포항블루베리농원[홍계와이너리]
유기농블루베리참조아라, 이호
재유기농블루청, 이호재유기농
블루잼, 샹떼블루와인 등
010-5238-2925
A-129 농업회사법인 ㈜영양팜
영양팡(무설탕뻥튀기) 외
010-3628-8131
A-130 황제침향단
침향단
010-3667-9394
A-131 조향헌
꾸지뽕조청, 오디조청, 제주보리
새싹조청
064-792-2877
A-133 농업회사법인 누리보듬㈜
된 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차류, 효소
010-3161-6428
A-134 삼화상사
유산균마죽,해조칼슘마죽,현미
스낵,메밀스낵 등
053-965-5357
A-136 예다원
호두과자
010-8509-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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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37 정선산나물
산나물
A-138 투투샤워기
샤워기
A-139 별빛촌산삼배양영농조합법인
산 삼배양근 진액, 산삼배양근
생채, 산삼배양근 분말 등
054-338-9933
A-140 이상철한방미래연구소
한방 관련 제품
041-6612-4164
A-141 조흔와이너리
조흔레드, 조흔화이트, 조흔로
제, 아이스와인 등
054-331-3457
A-143 디엠피북스
커피 관련 서적, 디자인북, 요리서적
02-579-8819
B-101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인삼, 홍삼 제품
041-750-1600
B-201 ㈜하이몰
하이몰 NEW마법의치킨가루, 하
이몰 마법의에어프라이어치킨
070-4254-4184
B-202 광양빵
곶감빵,매실쿠키
010-2615-6332
B-203 농업회사법인 ㈜제주향
제주향 감귤한라봉주스,제주향
천혜향감귤주스,제주향 청귤
064-733-1022
B-204 몸엔용바이오 농업회사법인㈜
녹용가공품
043-216-4341
B-301 신유토토종약초영농조합법인
곰보배추발효소, 무화가발효소,
천연대봉감식초, 무화가발효식
초, 적석음이온제품
061-471-9309
B-302 남도 드림 생협
무산김, 죽염, 상황버섯
061-864-0743
B-303 아리랑팜협동조합
국내산 모링가 제품(분말, 환, 티백)
061-864-6354
B-304 아천대봉곶감영농조합
대봉곶감, 대봉말랭이
010-3220-5602
B-401 무주천마(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무주명품발효천마, 상쾌한천마
차, 명품천마차, 천마카고, 천마
골드삼
063-323-3211
B-402 서문 강경젓갈
각종 젓갈류(오징어,창난,낙지,
간장게장 외)
053-623-6363
B-403 농업회사법인 명성제분㈜
밥할 때 톳 외 14개 품목
061-332-5071
B-404 영양그린푸드
산아초 효소, 식초류, 김치류
070-7433-7515
B-501 땅끝애돈영농조합(애돈인)
소시지, 햄, 스테이크, 등갈비 등
061-535-9922
B-502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곡성멜론
061-363-8335
B-503 이조전통식품
장류,절임류
010-7431-2420
B-601 오엠오
건조고소애, 하루식사, 담백질을
담다(파우더), 담고구마, 오리진
2분해초
070-4681-7700
B-602 주식회사 대길 농업회사법인
흑염소 건강즙, 흑염소 불고기,
흑염소 갈비찜, 한우 흑염소 갈
비탕, 흑염소 소금구이, 복숭아
말랭이, 곶감, 감말랭이
070-8164-0624

B-603 순천만함초영농조합
함초환, 함초분말, 함초발효액,
함초원당, 함초노니진액, 함초과
자, 보리순가루차 등
1577-2982
B-604 농업회사법인 착한돼지감자
돼 지감자,울금,작두콩,우엉차,
김,부각
010-3614-8978
C-101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
이오연구센터
건강식품, 가공식품, 화장품 등
061-550-1722
C-20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 수출컨설팅 상담관
061-931-1114
C-202 어업회사법인 케이솔트㈜
천일염 기능성 소금
061-452-8001
C-203 밀양시 강소농연합회
사과, 대추, 굼벵이
055-359-7163
C-301 태광푸드㈜
선식, 미숫가루, 누룽지
080-383-7257
C-304 농민식품
식품 및 식자재(냉면, 냉면육수,
만두, 갈비탕, 육개장)
042-673-1136
C-305 백운산 성불표고 농장
표고버섯,김치류
010-3622-8049
C-306 협성농산영농조합법인
매실원액,매실농축액,매실장아
찌,대봉감말랭이,백운산알밤,백
운산황율
061-722-0003
C-307 보강곤충농장식품
굼벵이즙/굼벵이환/굼벵이분말
1644-3309
C-308 유니크
한라봉과질,봉쥬스,대추칩
010-8220-0711
C-401 신선찬영농조합법인
김부각
061-762-1051
C-402 정남진우리김부각
마른김부각, 튀긴김부각
010-5126-0180
C-403 산청군강소농연합회
도라지, 배즙, 상황버섯, 하수오,
칡즙 등
055-970-7903
C-404 제이와이스토리(지요상점)
발 효식품(약도라지, 백하수오,
울금, 생강, 인진쑥, 솔잎, 약천
고 발효조청, 산더덕 짱아찌, 매
실짱아찌 고추장, 국산 10곡 숭
늉가루)
055-385-3444
C-501 농업회사법인㈜담우
장아찌,비누,화장품
061-835-7375
C-502 영어조합법인 바다랑해초랑
건조 해조류
061-835-9998
C-503 만년애농장
녹각영지버섯, 녹각영지버섯즙,
티백, 칡즙, 작두콩 외
010-5474-6889
C-504 장흥두부
두부, 표고두부
010-8613-4943
C-601 농업회사법인 원스베리 주식회사
딸기가공식품,인삼재배시설
061-381-2895
C-602 상화식품
노가리, 건어물
010-3746-1584

C-603 속초 오마니 젓갈
명태회, 명란젓, 쭈꾸미볶음
033-635-6610
C-604 곡성연영농조합법인
연근, 구기자, 조청
010-9988-9022
D-10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식품
033-650-3313
D-201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천연물제품(헬스케어 천연물산
업 육성사업 참여 제품)
043-647-2693
D-202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나물밥(즉석냉동밥)
010-4141-8580
D-301 농업회사법인㈜태반의땅제주
감귤칩, 감귤즙, 청귤청
064-732-8885
D-302 양산시강소농연합회
새송이버섯,블루베리,딸기
055-392-5304
D-30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제품 등
1599-1102 / 043-928-0043
D-307 ㈜농업회사법인 달꽃농원
달맞이꽃종자유, 달맞이꽃종자
유크림, 표고송이스낵
010-5314-9885
D-308 ㈜해담촌
캔시머 5종세트(포기김치, 갓김치,
깍두기, 백김치, 파김치) / 파우치
2종세트(포기김치, 총각김치)
062-261-6605
D-401 해밀담
홍매실청, 홍매실쨈, 홍매흑초,
참옻명초
010-9758-5000
D-402 정남진장흥표고㈜
건표고버섯, 생표고버섯, 표고버섯
가루, 국물용다시팩, 천연조미료
061-863-7704
D-403 힐링알토스협동조합
작두콩차, 찰보리빵, 원두
061-374-8047
D-404 남도탁주
정고집나주쌀생막걸리,정고집옛
날동동주,정고집나주배약주
061-336-8852
D-501 무등명품된장
된 장 , 간 장 , 고 추 장 , 보 리 쌈 장 ,
청국장
054-482-1944
D-502 당뚝마을 조영덕의 누룽지연구소
누룽지
054-443-6655
D-503 물촌벌꿀
CIR-23.5이하 천연벌꿀
010-9696-5301
D-504 양동민속한과 다온
한과
054-762-7567
D-601 고령메주, 다산어성초
된장,간장,어성초
054-954-4863
D-602 무안수산
지주식김,조미김,수산해조류
061-454-3774
D-603 토토방
도자기류, 주방목기류
010-4740-7504
D-604 도담농장
표고버섯(생표고,건표고,표고가루)
010-2695-3464
E-101 ㈜프라임
상업용 식기세척기, 스팀컨벡션
오븐, 다단식 취반기, 무압취반
기, 자동화기기 등 주방기기
070-4699-7788

E-201 가려산업
액상제조설비, 분말/제환 건식
제조설비
02-2684-6485
E-301 화신주방산업㈜
상 업용주방기구(상업용국솥,
상업용레인지, 상업용그리들,
상업용밥솥, 세미기)
031-761-8887
E-306 글로벌 코퍼레이션
핫또리 이물선별기 소개, 필레
스타 생선 전자동화 장비 외 기
타설비 소개 (설비 미출품)
010-3754-9350
E-308 한영테크
충진기 및 슬라이스, 다지기
055-342-4503
E-401 삼보테크 주식회사
진공포장기,비닐접착기,랩포장
기 등 포장기계
1588-3267
E-403 거창군농업기술센터
곡 류가공품, 조청류, 오미자,
장아찌류
055-940-8265
E-501 범촌발효식품
절임식품 / 젓갈 / 수산가공품
054-244-0298
E-502 영농조합법인 킹스파머스
방사 유정란
054-253-5999
E-503 어업회사법인㈜땅끝어부
해산물빵, 멸치, 미역, 다시마,
미역귀, 건전복
061-534-2800
E-504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고
다고담차 외 다수
010-3454-4911
E-601 ㈜홍담원 농업법인회사
백함 대왕버섯
054-974-2370
E-602 울금나라
강황, 코끼리마늘제품, 무강황조
청, 기타
061-534-2610
E-603 밀양한과및농산물구기자
(구.신안농산물유통)
한과 및 구기자
02-848-5981
E-604 농업회사법인 진영유한회사
유과,쌀엿,쌀조청
010-2047-1662
F-101 엔케이주식회사
해충 방제 장치 및 위생용품
041-558-2055
F-201 태진 시스템
Smart Haccp SYSTEM
(MES+HACCP) 등
055-366-2413
F-204 ㈜에이팩스코리아
조합식계량기, 수직포장기
031-387-0628
F-301 주식회사 삼강
바닥재
051-245-8222
F-304 엠케이시스템
고해상도 마킹시스템, 계란마킹
시스템, 레이져마킹시스템
070-8876-5743
F-306 ㈜삼양코리아
냉동고속SUPER절단기(Model
No. SHF-440), 냉동고속절단기
(Model No. SFH-300)
031-404-6130
F-308 ㈜모든 / 모든다해
금속검출기, 증착용 금속검출기
(알루미늄 호일 포장재), 중량선
별기, 엑스레이 이물검사시스템
1661-4728
F-401 ㈜수퍼비글로벌디자인그룹
디자인 컨설팅
02-574-8777

F-501 통영에 반하다
핫도그
010-8567-0865
F-501 미스터 Lee
아이스크림
010-4878-7792
F-501 머스트 잇
스테이크
010-5556-7792
F-501 햅스 후
파스타,덮밥
010-7377-6899
F-601 진도미역건어물
건어물, 미역, 다시마
F-603 에버그린(독일전기렌지)
독일, 유럽 직수입 렌지
010-3730-8288
F-604 진도농협울금
울금
061-542-4900
G-101 동건화학㈜리덴
에너지절약 식기세척기
053-952-5859
G-104 페레스코
무독성 식품등급 윤활제
042-625-4770
G-106 크리트성진
네오크리트 바닥재
051-242-3289/051-442-3289
G-201 화진정공
야채절단기, 구근류탈피기,
상업용믹서기 외
031-573-0065
G-204 테크노마킹
마킹 시스템
055-297-8383
G-206 실드에어코리아㈜
타오르스300(스킨 포장 설비)
02-3456-6400
G-301 인디스에어
공기주입식 완충재, POLPACK,
에어팩
032-238-0201
G-302 테스토코리아(유)
식품용 온도계, 온습도계, 식용
유 산패 측정기, 데이터 로거,
조도계 등
02-2620-8100
G-303 주식회사 제이솔루션
식 품용 온도계, 온습도계, 식
용유 산패 측정기, 데이터로거
조도계 등
031-675-5169
G-304 ㈜한국제이에스씨스텍
액상정량 서보충진기(로터리기
어펌프+서보모터)
02-2106-8891
G-401 주식회사 해산
워터후로어
031-295-0695
G-402 ㈜경남무역
2020 경남특산물박람회
055-249-8022
G-403 미강엔지니어링㈜
친환경 밀폐형 자동 튀김기(티기미)
010-3320-0438
G-601 부산어묵
부산어묵
G-602 오스트레일리안 메이드
초록입홍합
010-4766-8388
G-603 바다향기
가문어
G-604 복식품(무공해 전통 도량식품)
편강, 도라지조청, 죽염등
010-8528-3241
H-101 노바센주식회사
금속검출기, 알루스캔(알루미늄
포장용 금속검출기)
051-582-7071

H-201 아미쿡
자동교반볶음기, 인덕션 그리들
및 가열기기등
051-301-1580
H-301 금동유통
실링기, 제빙기
051-442-0150
H-403 오토셰프 주식회사
라면자동판매기
052-258-3346
H-601 토함산 꿀벌세상
벌꿀,화분
010-3859-8994
H-602 한양산업
식품포장기, 도마
02-429-1351
H-603 오쿠바이오
견과류
H-604 우진코리아
웨어러블 체어
I-101 삼주이엔지㈜
인 덕션회전식국솥 외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구
051-220-0345
I-105 ㈜세기시스템
에어샤워기, 소독장 등
1588-7359
I-107 ㈜삼광코포레이션
온 도라벨, 온도테이프, 멸균
라벨,냉장 유통 라벨, UV 라벨
032-342-4140
I-109 ㈜선경기업
스마트식기세척기(전자동), 오븐
1588-0245, 051-305-9192
I-116 마루식품
채식 콩고기, 기능성 미숫가루
055-274-2111
I-117,J-110
에이원자산관리본부
IBK 연금보험
02-6959-8413
I-119 신안테크
주방용품, 가위, 칼갈이
J-107 ㈜디지아이
스위트박스
031-820-8920
J-113 2020광주미래식품전(김대중컨
벤션센터)
2020 광주미래식품전
062-611-2213
L-502 부안쇼핑영농조합법인(부안몰)
부안군 특산품, 오디원액, 뽕잎
차, 누에제품
063-583-9961
P-501 ㈜모후실에서 만난 차
녹차, 홍차, 보리순차, 꾸지뽕잎
차, 꽃차(발효목련꽃차, 매화차,
국화차 외)
061-755-3557
P-502 농업회사법인 ㈜도두맘
작두콩차
061-433-8245
P-503 태안군(㈜태안꽃차농업회사법인)
침출차,액상차
041-670-2848
P-504 유기농 보성운해녹차
유기농 녹차, 유기농 홍차, 꽃차,
대용차 등
061-852-8469
Q-111 자연을 담다
대추칩, 보이차
010-8449-7666
Q-117 보성 영천다원
녹차, 홍차, 녹차가루, 새싹보리
순차, 새싹보리순가루
010-2681-7882

J-101 환동해산업연구원
울진군 산림조합 전통발효주
054-783-6314
J-105 ㈜세기시스템
에어샤워기, 소독장 등
1588-7359
J-109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H아카데미
02-312-2828
J-115 ㈜아이비라인 / 월간<Coffee>
커피잡지, 커피단행본
02-388-5061
J-116 (주)페이퍼보트코리아
과일 음료
032-508-3257
K-101 ㈜원인터시스템(부산지사)
FRANKE 커피머신, BUNN 커피브
루어, Caffe Carraro 커피
02-6254-0101
K-201 에이치컴퍼니
우녹스오븐 베이커룩스 샵프로,
베이커탑 콤비오븐, 발효기 등
051-741-1230
K-204 ㈜성우테크
커피보온통, 쟁반, 컵
031-527-1887
K-301 대한산업
탁자, 가구
02-517-3900
K-401 나루애드
LED-X배너
1566-4219
K-403 건강약촌민들레
건강약촌민들레
K-501 ㈜엔젤테크(가배공상)
더치커피
070-5032-5202
K-502 굿인터내셔널
카페음악
031-577-4663
K-503 마리브리자드 시럽(아베)
마리브리자드 시럽 26종
031-420-5693
K-504 코스트커피
에스프레소원두, 핸드드립원두,
더치커피
031-632-7855
L-101 신신공업사
오븐, 제과제빵 기기류
051-804-6333
L-301 주식회사 베덱
블렌더,커피 브루잉 머신
051-744-0582
L-306 월딘코리아
포그머신,파라솔
02-6404-9153
L-401 케이크&쿠키만들기
가족과 함께 케익 & 쿠키만들기
이벤트
010-2561-0008
L-501 쇠네스-독일카페 유디트의 정원
앤틱 빈티지 가구와 소품
010-2275-3172
L-504 주식회사 호재
앞치마, 친환경 제품
052-252-0307
M-101 ㈜하나통상
커피머신,그라인더,온수기,눈꽃제
빙기,캔실링기 등
1544-3946
M-301 고고커피
커피머신, 카페장비, 커피원두
051-714-4919
M-401,M-406
커피스토리&부자로스터
로스터기
051-516-0882

M-405 산천어커피박물관
커피박물관
010-3193-0533
M-501 ㈜지에프푸드(금화푸드)
디저트,베이커리,케익
051-703-8812
M-503 미건씨스템
반자동 커피머신, 전자동 커피머신,
커피 그라인더, 제빙기
02-3443-2036
N-101 마노코리아
오븐, 믹서, 도우컨디셔너, 커피머신
051-245-2395
N-301 비씨엠(BCM)커피머신백화점
커피머신
051-442-2003
N-401 주식회사 코이상사
지에라 오븐, 스완 믹서기
1577-0648
N-501 ㈜성유엔터프라이즈
소스,시럽,과일농축액베이스,우유
02-847-7026
O-101 대영통상
오븐,믹서,도우컨디셔너,커피머신외
051-245-2395
O-301 푸드머신코리아_큐
커피머신
010-8758-3344
O-304 한나식빵
식빵
010-8758-3344
O-401 농업회사법인 투이 주식회사
수제마카롱,디저트,커피원두,
커피머신
070-7576-2714
O-404 (주)카이저제빙기
제빙기, 눈꽃빙수기
032-818-6023
O-501 KCA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02-547-5111
O-601 주식회사 채운베스텍
커피머신,그라인더,제빙기
031-337-3004
P-101 진트레이딩
자동, 반자동 커피머신, 시럽,
콜드브루, 원두, 생두 등
051-582-9966
P-104 밸라다
토스트 앤 커피
051-582-9966
P-201 주식회사 부곤에프앤비
커피,베이커리
051-555-1235
P-301 서진에프엔씨
와링 와플기계,프리모젤라또
아이스크림
051-508-8722
P-304 주식회사 이멕스테크
디지털 커피로스터
02-866-0411
P-306 ㈜우신벤딩
오피스 커피 자판기, 볶은 원두
051-505-5444
P-308 주식회사 한스통상
오븐,믹서
031-689-3807
P-401 주노커피㈜
쏘울카페 원두커피, 유니크 커피머신
062-573-0410
P-601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스마트로스터
1600-3263
P-605 ANI
카페소품, 광섬유액자
010-5047-1640
Q-101 주식회사 동일프라텍
디앙 친환경 생분해 스트로우
031-941-9941
Q-103 ㈜다이랑씨엠
캔시머기
055-341-1108

Q-105 주식회사 문화개발(카페스타)
전자동머신,블렌더믹서기,동포트,
레벨링압력템퍼
033-644-1120
Q-106 제주커피수목원
커피냑
064-792-5554
Q-107 한국보험금융
저축,연금,설비대출
032-715-8181
Q-108 농업회사법인 ㈜청명
묘덕스님의 아옵번 덖음차, 연잎밥,
고욤입차, 뽕잎차
041-935-7751
Q-110 월간 커피앤티
월 간지(커피앤티), 전문서적(자
체 발행/제작), 서울커피앤티페어
(COFA)
02-579-4725
Q-113 서호디엔비
캄포도마, 편백
031-543-3077
Q-115 가비방커피
커피
051-517-6620
Q-116 ㈜두원물산
푸드 플러스
02-586-9778
Q-119 모노스코프
원두커피 및 서비스
010-5215-9820
Q-120 트래저스커피
커피원두
051-915-0204
Q-121 레이저모먼트
원두
010-9338-0939
R-1 캔파이어
그릴,불판
032-564-6470
R-2 휴게공간
Z-01 커피수작
커피액세서리류
02-3281-2000
Z-02 하영희 그릇집
도자기페인팅
010-8424-0802
Z-03 영동블루와인농원
베리와인1168CS, 베리와인1168CD,
베리와인1168애플, 베리와인
1168ST, 베리와인1168-19, 베리와
인1168RS10, 베리와인1168RS6
010-8484-6700
Z-04 금용농산
미르아토 레드 드라이, 미르아토
레드 스위트, 미르아토 화이트, 미
르아토 로제, 미르아토 스파클링,
미르아토 증류주
010-5469-5858
Z-05 애플파파
N와인 포도, N와인 사과, N와인 리멤
버 2008, N와인 리멤버 2008 사과
010-5843-7821
Z-06 하늘아래푸른농장
봉황스위트, 봉황드라이, 봉황화이
트, 봉황산머루, 봉황로제, 봉황증
류주
010-6788-5993
Z-07 불휘농장
시 나브로 쁘띠에뚜알로제-누끼,
시나브로 레드 드라이, 시나브로
레드 스위트, 시나브로 드글로리
아-누끼, 시나브로 에뚜알화이트누끼, 시나브로 화이트-누끼
010-2446-5275
Z-13 도란원 샤토미소 와인
로제스위트, 아이스와인, 샤토미소
레드스위트/드라이, 프리미엄드라
이 레드, 미소27, 애플와인, 샤토미
소랑, 샤토미소영동(증류주), 아로
니아와인, 샤토미소웨딩(자두와인)
010-8841-8954

Z-14 소계리와인
소계리595 레드드라이, 소계리595
레드스위트, 소계리595 화이트
010-3622-5544
Z-15 산막와이너리
화몽, 비원, 비원퓨어, 초련, 아로,
환희, 오월에
010-2989-9815
Z-16 월류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 베베마루 내
를위한, 베베마루 설레임, 그랑티그
르 S1974
010-2466-7789
Z-17 여포와인농장
초선의꿈 스위트로제와인, 여포의
꿈 레드 드라이, 여포의꿈 레드 스
위트, 여포의꿈 화이트
010-9931-7702
Z-19 세경상사
현미, 메밀, 감자 스낵, 스트링치즈
053-743-6090
Z-20 ㈜소풍메이드윤
생강차,생강원,생강라떼,야채간장,
건야채
051-783-2846
Z-22 쥬니쿠키 수제머랭
수제 머랭쿠키
031-444-0990
Z-23 사랑청
수제과일청
010-9426-1018
Z-24 막내딸집
건어물
010-4014-0069
Z-25 플라잉 더치
더치원액, 원두
010-7420-0518
Z-26 노빌코리아(제닉스)
프랑스 식기
02-825-3011
Z-28 신한카드
드론 & 무선자동차
Z-29 핫푸드
닭강정, 소시지, 핫도그
010-3191-5109
Z-30 더핸즈
핸드메이드 앞치마,테이블웨어 등
010-4856-4348
Z-31 순두부아이스크림
순두부 아이스크림
010-7167-7174
Z-32 설롱디저트
뚱카롱, 캐릭터미니마카롱, 레몬머
랭쿠키
053-636-5755
Z-33 더리얼티수제청
수제청,수제식초,수제오란다,수제
초콜렛
010-7412-4072
Z-34 ㈜시사티앤이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 및 화보집
02-723-9280
Z-35 맛짱
석류농축액,비트농축액
010-3957-9502
Z-36 바른엔젤체어
바른교정의자
Z-38 예솜
천연염색의류, 친환경제품
070-7778-9523
Z-40 헬레닉 와인
와인
02-3472-8060
Z-42 가배공방
천연염색, 차다구류
02-2279-0642
Z-44 아람드리
지리산 토종 생강원액
070-4064-8364
Z-45 제이앤피컴퍼니
주방용품, 생활용품
010-7739-7390

2020

2020년 6월 17일(수) ▶ 20일(토)/ 4일간
BEXCO 제1전시장

제27회 부산국제식품대전

부산커피쇼 2020
(사)한국커피연합회(KCA),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KIMI)

Private Class Zone
휴게공간

R-01

Z-03 Z-04 Z-05 Z-06 Z-07
A-143
A-121 A-122 A-123

A-124

A-126

A-128 A-129 A-130

A-131

A-133 A-134

A-136 A-137 A-138 A-139 A-140 A-141

Z-13 Z-14 Z-15 Z-16 Z-17

Z-19

Z-20

Z-22 Z-23

Z-26

Z-28 Z-29

Z-24 Z-25

Q-121
Q-120
P-605

A-119
B-602 B-603

C-602 C-603

E-602 E-603

D-602 D-603

F-603

G-602 G-603

H-602 H-603

B-601 B-604

A-117

C-601 C-604

E-601 E-604

D-601 D-604

G-601 G-604

F-604

H-601 H-604

Q-119

O-601

I-119 Z-02

F-601
Z-01
I-117

Z-30 Z-31

Z-32 Z-33

Z-34 Z-35

Z-36

Z-38

Z-40

Z-42

Z-44 Z-45

P-601
Q-117

A-116
B-502

C-502 C-503

D-502 D-503

A-114

L-502

F-501
C-501 C-504

B-501

K-502 K-503

I-116 J-116

E-502 E-503

B-503
D-501 D-504

P-502 P-503
M-501 M-503

E-501 E-504

K-501 K-504

N-501

Q-116

O-501
P-501 P-504

L-501 L-504

Q-115

J-115
A-113
A-112

B-402 B-403

C-402 C-403

D-402 D-403

F-401
A-111

B-401 B-404

C-401 C-404

G-403

E-401

D-401 D-404

J-113

G-402

E-403

Q-113

K-403
M-405

L-401

H-401 H-403

G-401

N-401

O-401 O-404

P-401

K-401
I-109

A-110

Q-111

M-401M-406
J-110

A-109

C-305

B-302 B-303
B-301 B-304

F-304
D-306

C-304

O-304

G-302 G-303
L-306

F-306

E-306

G-301 G-304

C-306

H-301

E-301
C-307

E-308

C-301

A-108

C-308

B-202 B-203

M-301

B-201 B-204

A-106

O-301

Q-108
P-301 P-308

L-301

F-308

D-301 D-308

G-204

I-107 J-107

G-206

I-105

Q-107
Q-106

G-201
C-202 C-203

Q-105

C-201

K-201 K-204

H-201

F-201 F-204
A-104

J-105

E-201

D-202

Q-110

N-301

K-301

F-301

D-302 D-307

P-304 P-306

J-109

P-201

D-201

A-103

L-101

G-104

M-101

N-101

O-101

Q-103

B-101
E-101
A-101

C-101

D-101

I-101

G-101
G-106

F-101

J-101
P-101 P-104

K-101

H-101

Q-101

출입구

유통바이어
상담장

출입구

▶

부
대
행
사

l 제27회부산국제식품대전 l
행사명

일정

l 부산커피쇼 l BREWING

장소

문  의

시간
11:30 13:30

식품 안전관리 MES 시스템 기대효과

6. 18(목)

15:00 ~ 15:40

벡스코 1전시장 2층 215호

(주)태진시스템 (010-3839-1525)

유통MD 초청 구매상담회

6.18(목)-19(금)

13:00 ~ 17:00

전시장내 구매상담 회장

마이비트 (02-6487-8135)
14:30 16:30

*본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행사장 방문 일주일전 문의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구분

6/17(수)

6/18(목)

6/19(금)

6/20(토)

제목

-

사이폰의 모든 것 (All about Syphon)

브루잉커피,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세요!

브루잉커피,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세요!

강사

-

모아론 <2>

안태연 <1>

안태연 <3>

제목

사이폰의 모든 것 (All about Syphon)

사이폰의 모든 것 (All about Syphon)

브루잉커피,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세요!

-

강사

모아론 <1>

모아론 <3>

안태연 <2>

-

l 부산커피쇼 l COFFEE
시간
10:30 12:30

13:30 15:30

구분

6/17(수)

6/18(목)

6/19(금)

6/20(토)

제목

-

홈카페,
나만의 시크릿 메뉴 소개

라떼아트를 위한 완벽한 스티밍과 에스프레소 추출,
푸어링의 기본기까지 탄탄하게 배워보는 기초 마스터 클래스

라떼아트,
두시간으로 끝내기

강사

-

고유리 <2>

김영진 <1>

강영철

제목

홈카페,
나만의 시크릿 메뉴 소개

홈카페,
나만의 시크릿 메뉴 소개

라떼아트를 위한 완벽한 스티밍과 에스프레소 추출,
푸어링의 기본기까지 탄탄하게 배워보는 기초 마스터 클래스

-

강사

고유리 <1>

고유리 <3>

김영진 <2>

-

l 부산커피쇼 l HAND DRIP
시간
11:00 13:00

14:00 16:00

구분

6/17(수)

6/18(목)

6/19(금)

6/20(토)

제목

-

핸드드립 마스터 클래스

홈 카페의 시작, 핸드드립 바로 알기

홈 카페의 시작, 핸드드립 바로 알기

강사

-

박수혜 <2>

김창진 <1>

김창진 <3>

제목

핸드드립 마스터 클래스

핸드드립 마스터 클래스

홈 카페의 시작, 핸드드립 바로 알기

-

강사

박수혜 <1>

박수혜 <3>

김창진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