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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번호 업체 부스번호 업체 부스번호 업체

A-01 버그밀 곤충체험관 & 경상국립대학교
미래동물성 자원센터

A-03 부산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A-09 코스트코 홀세일

B-01 부산우수식품홍보관

B-03 미누재푸드, 미누재양갱

B-04 ㈜덕화푸드

B-05 (사)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B-07 식품의약품안전처

B-0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B-10 부산의 맛, 안전하고 건강하게

B-11 김해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B-13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바리스타과

C-01 ㈜에브리데이뉴 참도깨비

C-03 뉴질랜드 특별관

C-05 아세안문화원과 함께하는 아세안 여행

C-11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부산시지회

C-14 빵다무르

C-17 부울경 도예가회

C-26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부산광역시
공공배달앱 동백통

C-28 Bong Board made in jeju 봉보드

D-01 부산농업기술센터(우리음식연구회)

D-05 해동주방

D-09 외식업중앙회

D-11 ㈜아델라7

D-14 해운대 달맞이빵

D-17 ㈜더좋은세상

D-19 행복을 전하는 기업 알뜨랑농원

D-20 제주한스푼

D-21 홍일식품

D-22 부산빨간어묵

E-01 부산음식 100년사

E-04 부산술한마당

E-07 힐스랩

E-09 촉촉카스테라

E-10 예쁜떡케이크&수제디저트

E-11 감자떡&석류주스

E-12 웅파이 센텀시티

E-13 TABLES BAKERY

E-15 자연한알

E-16 스테비아코리아

E-19 간장깻잎 & 고돌빼기 & 단풍꽃잎 &
보리건빵 & 보리떡

F-01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F-07 디자인농부

F-08 옥수수강정 꽃을 담다

F-09 더옳은협동조합

F-10 미송아로니아이엠영농조합법인

F-11 농업회사법인(유) 새싹양정기농원

F-12 장수홍삼

F-13 영심이네솔트앤푸드

F-14 한산모시잎차·한과·한산모시 통도라지청

F-16 미라실 울프 와인

F-17 벗드림양조장

F-18 대구오징어무침회+납작만두

F-19 진안약초

F-21 ㈜늘봄식품

F-22 함평 나비 치즈

F-24 거창 단지봉 농장

F-25 막내딸집건어물 (동래래미안, 부산시청점)

F-26 서비가

G-01 대선주조

G-09 복식품

G-10 진도구기자

G-11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떡매치기체험
명인이중택

G-13 순천으뜸흑염소농장

G-15 진도특산물

G-17 커큐민 침향

G-18 명진라이프 제주착즙주스

G-20 영광 마파도모시송편

G-21 아오조라코리아㈜

G-22 케이라이브케어 마스크

G-24 견과류

G-26 박재영발효본가

G-27 맥키스컴퍼니_사락

G-28 어리산 산양산삼

G-29 콩고기&간장게장

H-01 진짜배기순천만함초

H-03 강원도 용대리 황태

H-05 명품특산물&산양유 단백질

H-07 진도쫄쫄이

H-08 수제 명품 떡갈비&편육

H-09 예다원

H-10 서천군특산품 한산모시잎젓갈

H-12 대대손손 이어온 어머니의 손맛 전통장

J -01 퍼지네이블 & 부산프라이드브루어리

J -02 웅파이

J -03 튀르키예 케밥, 아이스크림

J -04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J -05 정통 파닭꼬치

J -06 한식대첩 만세담

J -07 샐아웃 샐러드&샌드위치

J -08 나무

J -09 예가족발

J -10 담미옥

J -11 충무김밥

J -12 특별한만두

J -13 천라쿵푸 마라탕

J -14 해운대 원조할매국밥

J -15 분식마마

J -16 제주흑돈카츠

체험존 쿠킹클래스

카페테리아 카페테리아: 비커피(BEE COF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