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식품 련 학술행사  박람회 개최일정

  본문은 2006년에 개최될 학술 회, 세미나, 박람회, 시회 등에 한 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자

세한 내용  일정에 한 정보는 해당학회나 주 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학술행사 일정

학술행사 일시 장소 주제

한국 양학회 춘계심포지움 6.10
한국과학기술회

강당

식품의 양강화기 과 

식품 양정책방향

한국식품과학회 정기학술 

회  국제심포지움
6.15-6.17

이소 라본의 안 성  효능

국제심포지움
6.21

연세 학교 

동문회  3층

회의실

신약개발 한 미생물 화학 

심포지엄
6.2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능식품 개발 략 심포지엄 7.1
서울 학교 

호암회

한국미생물 ․ 생명공학회

국제심포지엄  정기학술 회
6.30-7.1

고려 학교 

인 기념

Microorganism and 

Human well-being

2005 용기포장 국제심포지엄 7.8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강당

기능성 발효식품 개발방향  

마  응 략 포럼
7.6

(재) 라북도생물

산업진흥원

제 18차 국제 효소공학 

학술 회
10.9-10.14 경주 호텔  

한국 양학회 추계심포지엄 11.3-11.5 경주 콩코드호텔
양섭취기 에 한

국가   국제  심

한국응용생명화학회 11.3-11.5 제주 학교  

  국내․외 학술활동



식품기술 제19권 제1호(2006. 3)    195

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시품목

오덴세 와인 & 음식문화 02.03～02.06
Odense Congress 

Center
식품 음료

리미니 외식 박람회 02.04～02.07
이탈리아 Fiera di

Rimini
식품 음료

리미니 맥주 박람회 02.04～02.07
이탈리아 Fiera di

Rimini
식품 음료 주류

발리 호텔  식음료 박람회 02.09～02.11

인도네시아 Bali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식품 음료

유흥요식산업

멕시코시티 천연 건강제품 박람회 02.10～02.12
멕시코 World Trade

Center
식품 음료

2006 모스크바 국제 식품  

식자제 시회
02.13～02.17 러시아 Expocenter 식품 음료

노르웨이 식품 가공처리 

포장 시회
02.14～02.17

노르웨이 Norges 

Varemesse

식품 음료

포장산업 등

2006 아시아 상해 식품 첨가물 02.15～02.17

상해 Everbright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식품첨가물 

반가공제품 

향료 등

국제 유기  건강식품 박람회 02.16～02.19
독일 NurnbergMesse 

GmbH
식품 음료

Salon Gourmet 02.16～02.19
독일 Karlsruher 

Messe
식품 음료

일본 국제 해산식품 박람회 02.16～02.17 일본 INTEX OSAKA
식품 음료 

해양수 산업

뉴 버그 국제 바이오제품 박람회 02.16～02.17 독일 Messezentrum 식품 음료 기타

스트라스부르그 포도주 박람회 02.17～02.20
랑스 Palais des 

congres
식품 음료

국제 호텔 요식업  제과 박람회 02.18～02.23
독일 Stuttgart 

Messe
식품 음료

두바이 식품호텔용품 박람회 02.19～02.22

아랍에미리트 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운송물류

부다페스트 제과  제빵 박람회 02.19～02.21
헝가리 HUNGEXPO

(Budapest Fair Center)
식품 음료 기타

식품  음료 시회 02.19～02.21
캐나다 Toronto 

International Centre
식품 음료

2. 국내외 박람회  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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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고사 아시아 엑스포 02.21～02.23
스페인 Feria de 

Zaragoza
식품 음료 기타

이스탄불 국제식품포장물류 

시회
02.23～02.26 터키 Cnr Expo Center 식품 음료 포장산업

아테네 국제 식품 시회 02.23～02.27

그리스 Helexop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이스탄불 식품첨가제 시회 02.23～02.26
터키 Cnr Expo 

Center
식품 음료

리 농업 박람회 02.25～03.05
랑스 Paris Expo 

Porte de Varsailles

식품 음료 농업임업 

축산

도바 외식 설비 박람회 02.26～03.02
이탈리아 Fiera di 

Padova

식품 음료 

유흥요식산업

벤쿠버 국제 와인 페스티벌 02.28～03.05

캐나다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모스크바 아이스크림 박람회 02.28～03.03
러시아 All Russian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기타

2006 우크라이나 식품산업 02.28～03.03
우크라이나 KIEV 

EXPOPLAZA
식품 음료 포장 산업

타이베이 국제 베이커리 시회 03.02～03.05

만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식품 음료 포장산업

바탈랴 육류  련산업 시회 03.02～03.06

포루투갈 

EXPOSALO-CENTRO 

DE EXOPSICOESS.A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함부르크 국제 식료품 박람회 03.03～03.08
독일 Hamburg 

Exhibition Ground
식품 음료

벤쿠버 요식업 박람회 03.06～03.07
캐나다 BC Place 

Stadium

식품 음료 

유흥요식산업

바르셀로나 국제 식품음료 박람회 03.06～03.10

스페인 Fira 

Barcelona Recinto 

Ferial de Montju?c

식품 음료

본머스호텔 멫 이터링 박람회 02.19～03.08
국 Bournemouth 

International Centre
식품 음료 요식산업

르노 국제 와인 박람회 03.07～03.10
체코 Brno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르노 국제 식품 박람회 03.07～03.10
체코 Brno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포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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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 국제 제과 박람회 03.07～03.09
체코 Brno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기계

동경 랜차이즈 쇼 & 비즈니스 

엑스포 2006
03.07～03.09 일본 Tokyo Big Sight 식품 음료

나마 종합 박람회 03.08～03.12
나마 Atlapa 

Convention Center

식품 음료 생설비 

등

뉴델리 식품 박람회 03.08～03.12
인도 Pragati Maidan 

Exhibition Complex
식품 음료

마드리드 건강 자연식품  

생태학 박람회
03.10～03.12

스페인 Parque Ferial 

Juan Carlos 1
식품 음료 환경생태

제2회 서 건강산업 박람회 03.10～03.12
일본 Osaka Merchandise 

Mart
식품 음료

제31회 치바 국제 식품 음료 03.14～03.17
일본 Chiba Makuhari 

Messe
식품 음료

제6회 동경 국제 식품 포장  

기술 시회
03.14～03.17 일본 Tokyo Big Sight

음식재료  식품 

가공

우즈베키스탄 국제 식품 포장 

기술 시회
03.15～03.17

우즈베키스탄 Republic 

Trade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포장산업

2006 불가리아 국제 포도주 

시회
03.15～03.18

불가리아 Int'l Fair 

Plovdiv Exhibition Center

포도주 제조 기술  

설비 각종 포도주

이즈  식음료 박람회 03.16～03.19
터키 Uluslararasi Izmir 

Fuar Alani
식품 음료

이스탄불 식음료산업 박람회 03.16～03.19
터키 Lufti Kirdar - 

Rumeli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상하이 국제 건강보건산업 상품 

시회
03.18～03.20 국 상하이 동방명주 식품 음료

찰쯔부르크 식료품  생활용품 

시회
03.19～03.22

오스트리아 Messe 

Zentrum Salzburg

각종 식료품 생활 

용품

버 햄 식품  제빵, 육류 

박람회
03.19～03.22

국 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가공설비  

서비스 생포장 

기자재

찰쯔부르크 국제 주류 박람회 02.25～03.05
오스트리아 Messe 

Zentrum Salzburg
주류 식품 음료

버 햄 편의  박람회 03.19～03.22
국 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기타

허닝 식품 박람회 2006 03.19～03.22
덴마크 Messecenter 

Herning
식품 음료 요식산업

버 햄 식품  제빵, 육류 

박람회
03.19～03.22

국 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빵 제과  

제조기술 가공기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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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춘계 국 설탕  주류 

박람회
03.21～03.24

국 청두 

신국제 시센터

각종 주류 설탕류 

주류 련 제품

서비스  식품․음료 시회 02.21～03.24

바논 Beirut International 

Exhibition & Leisure 

Center

식음료 캐터링 장비 

등

크라스노야르스크 식품 포장 

기자재 박람회
03.21～03.24

러시아 the Palace of 

Sports
식품 음료 포장산업

국국제식품안 시회  

세미나
03.22～03.24

국 Beijing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계측제어기 

식품첨가제

동경 건강산업박람회 03.22～03.24 일본 Tokyo Big Sight
건강식품 자연식품 

특정보견용식품 등

호주 편의  박람회 03.23～03.25
호주 Sydney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편의  련 모든 

품목

바르샤바 국제 식품  호텔 설비

종합 박람회
03.23～03.25

폴란드 Exhibition Center 

in Palace of Culture 

and Science

식품 음료 주류 설비 

등

말 이시아 국제식품 박람회 03.24～03.27
말 이시아 Kuala lumpur 

Convention Center
식음료 련 상품

2006 아나하임 건강박람회 03.24～03.26
미국 Anaheim Convention 

Center
천연․건강식품 등

토론토 와인 치즈 람회 03.26～03.26
캐나다 International 

Centre

와인 맥주 스키 

치즈

뒤셀도르  와인 박람회 03.26～03.28 독일 Messe Duesseldorf
와인 술 탄산음료  

부 용품

리 식음료 박람회 03.26～03.29 랑스 Porte de Versailles
식음료 생시설 

제빵 등

퀸즐랜드 식품 음료 박람회 03.26～03.28
호주 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련기기

과달라하라 유통업체 박람회 03.28～03.31 멕시코 Expo Guadalajara 식품 음료 등

블라디보스토크 식음료 박람회 03.29～03.31
러시아 Sport Center 

'DINAMO'
식품 음료 농․수산

빈 국제 호텔 요식업 식품산업 박람회 04.02～04.05
오스트리아 Messe 

Zentrum Wien

식품 음료 주방설비 

등

빈 포도주  포도 재배 설비 박람회 04.02～04.05
오스트리아 Messe 

Zentrum Wien

와인 생산설비 

장설비 등

미국 와인  주류 박람회 04.02～04.06
미국 Bally's Paris Las 

Vegas

와인 스키 

장기술 주류 

가공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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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식품  음료 사업 시회 04.04～04.07
멕시코 World Trade 

Center
식품 음료

국제 식품기술 박람회 04.04～04.07 독일 Koeln Messe
식품 음료  

련기기 기술 등

상해 호텔 장비 04.04～04.07
상해 뉴 인터내셔  

엑스포 센터

주방기기 캐터링 

기기 냉장시스템 등

제3기 국 서부 국제 우유산업 박람회 04.04～04.06

국 SHANX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우유  련 첨가제 

장비 등

이르쿠츠크 식품 박람회 04.05～04.08

러시아 Irkutsk 

International Exhibition 

Complex 

SibExpoCenter

식품 음료

베로나 포도  올리  가공기계 박람

회
04.06～04.10

이탈리아 Fiera di 

Verona

와인 올리   

가공기계

인스부르크 주류 박람회 04.07～04.09
오스트리아 

Messegelaende Wels
각종 주류  기기

서부 캐나다 식료품 박람회 04.09～04.10

캐나다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련 

설비

2006 뜨 빼떼르부르크 식품박람회 04.10～04.13 러시아 LENEXPO
식품 음료 포장기계 

등

2006 뜨 빼떼르부르크 식품기자재 

박람회
04.10～04.13 러시아 LENEXPO 식품 기계설비 등

오클라호마시티 식품 박람회 04.11～04.12

미국 COX BUSINESS 

SERVICES 

CONVENTION 

CENTER

식품 음료

아 리카- 동 수출 박람회 4.12～04.14

냐 Kenyatt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re

식품 음료 포장 등

동경 반찬․도시락․ 밥 비지니스 박

람회 2006
04.12～04.14 일본 Tokyo Big Sight

식음료 식자재 용기 

기계 생

노보시비르스크 식품 박람회 04.12～04.14 러시아 SIBERIAN FAIR
식품재료 식품 음료 

련 장비

벤쿠버 건강식품 회 박람회 04.20～04.23

캐나다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건강 련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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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 국제 주류 음료 04.23～04.26 국
건강 련 음료  

장 설비 포장 기계

블라디보스토크 식음료 박람회 04.25～04.28
러시아 Exhibition 

Department

각종 음료 술  

무공해 식품

싱가포르 식품 호텔 박람회 04.25～04.28
싱가포르 Singapore 

Expo

식음료 식자재 

주방기기 등

건강생활 련 소비시장 박람회 04.29～04.30
미국 애틀랜타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자연 건강식품 등

라질 국제 와인 박람회 05.02～05.04 라질 ITM Expo
와인  련 

기기시설

제21회 서일본 임포트페어 2006 05.03～05.07
일본 West Japan General 

Exhibition Center Annex
식품 음료

반둥 식음료 시회 05.03～05.07
인도네시아 Graha Manggala 

Siliwangi
식품 음료 기계

갈리시아 아틀란틱 양요법 박람회 05.04～05.07
스페인 Feira Internaciona; 

de Galicia
육류 유류 와인 등

르마 식품박람회 05.04～05.07
이탈리아 fiera di 

Parma

식품 음료 식품 

가공기술  기계 등 

BADISCHE WEINMESSE 05.06～05.07
독일 Messe Offenburg- 

Ostenau GmbH
식품 음료 기타

시카고 슈퍼마켓 05.07～05.09 미국 McCormick Place
식품 음료 포장 

서비스 기기 등

시카고 수출 식품 쇼 이스 05.07～05.09 미국 McCormick Place 식품 음료

2006 불가리아 국제 식품 시회 05.08～05.13
불가리아 Int'l Fair 

Plovdiv Exhibition Center

식품 맥주 제과  

설비

마드리드 국제 미식클럽 박람회 05.08～05.13
스페인 Parque Ferial 

Juan Carlos 1
식품 음료 요식산업

국제 식품 테크놀로지 시회 05.09～05.12
키스탄 Karachi Expo 

Centre

음식료 기술 설비 

첨가물 등

제네바 건강식품 박람회 05.09～05.11
스 스 

Palexpo-Geneve
식품 음료

미국 라틴식품 시회 05.10～05.12
미국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식품 포장 련 

서비스 

국제 포도주  포도주 제조용품 시회 05.10～05.14
크로아티아 Zagreb 

Fair

와인 제조용 기기 

설비  소요품

베로나 육류 박람회 05.11～05.14
이탈리아 Fiera di 

Verona
각종 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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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식품 시회 05.12～05.14
필리핀 World Trade 

Center

식품 음료 주류  

련 장비

국제 음식 와인 축제 05.13～05.14
뉴질랜드 Waikato 

Events Centre

식품 비즈니스  

와인 등

런던 와인 박람회 05.16～05.18
국 ExCel Exhibition 

Centre
각종 와인  음료

라하 국제음료 박람회 05.16～05.18 체코 Vystaviste Praha 음료 가공기계 등

서일본 식품종합기계 ․서일본 주방

기기
05.17～05.19

일본 Marine Messe 

Fukuoka

일반 식품 가공기계, 

기기 포장기기 등

태국 국제 식품 시회 05.17～05.21

Impact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방콕)

음식료품  련 

기기 포장기기 

요식산업 등

시카고 호텔 모텔 스토랑 2006 05.20～05.23 미국 McCormick Place
음료 련 설비 

서비스 등

뉴욕 국제 와인 박람회 05.23～05.25

홍콩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on Center

와인

라질 국제 해산물 박람회 05.24～05.26
라질 Expo Center 

Norte

해산물 련 기계  

포장

2006 카자흐스탄 식품 박람회 05.25～05.27
카자흐스탄 Alatau 

Sports Palace

국 국제 식품․음료 시회 05.29～05.31

국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식품 음료

테헤란 국제식품 시회 05.29～06.01

이란 Tehran 

International 

Permanent Fair 

Ground

음식료품  련 

기기 포장기기 

요식산업 등

국 국제음료수 박람회 05.29～05.31

국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식품 음료

유기농 제품 시회 05.30～05.31
덴마크 Odende 

Congress Center

유기농 제품 련 

기술

동경 건강식품 05.30～06.01 일본 Tokyo Big Sight 건강 자연식품 등

동경 국제 식품소재  첨가물  2006 05.30～06.01 일본 Tokyo Big Sight
식품소재 첨가물 

건강식품 등

이 타운 호텔 시회 05.31～06.02
남아공 이 타운 

국제 컨벤션센터
식품 음료 캐터링 등

수공 품  통요리 박람회 06.03～06.11 이탈리아 Fiera di 통음식 등



202    국내․외 학술활동/2006년도 식품관련 학술행사 및 박람회 개최일정

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시품목

Trieste

멕시코시티 약  박람회 06.03～06.05
멕시코 Ecpo 

Guadalajara

각종 자연소재  

기술

라질 국제 식품 기계 박람회 06.06～06.09
라질 Anhembi 

Exhibition Hall

식품 음료 요식산업 

포장산업

시카고 캔디 박람회 06.06～06.08 미국 McCormick Place 콜릿 캔디 껌 등

멕시코시티 식품 박람회 06.06～06.08
멕시코 Centro 

Banamex

식품 음료 련 제품 

 기술

동경 국제식품 공업 06.06～06.09 일본 Tokyo Big Sight
식품제조 가공유제품 

두부포장 충  등

오클라호마 무역 박람회 06.07～06.07

미국 COX BUSINESS 

SERVICE CONVENTION 

CENTER

편의  식품  제품 

후쿠오카 인터내셔  Gift Show 2006 06.07～06.09
일본 Marine Messe 

Fukuoka
식품 음료

국제 식품 음료 호텔 베이커리 장비 

 서비스 시회
06.07～06.09

국 China World 

Trade Center

와인 베이커리 

시시설

북경 국제식품음료 박람회 06.07～06.09
국 북경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국 국제식품공업  수출식품 람회 06.09～06.11 국 청도국제 람 심 각종 식품기계 등

식품  음료 시회 2006 06.09～06.11

우즈베키스탄 Republic 

Trade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기타

제1회 이스라엘 와인 엑스포 06.13～06.15
이스라엘 Tel Aviv 

Fairgrounds

와인 제조용 기기 

설비  소요품

2006 베트남 어업 박람회 06.14～06.16

베트남 Hochiminh City 

Inter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어류식품 음료 

포장기계

호주 소비자 식품&와인 시회 06.16～06.18

호주 Melbourne 

Exhbition & 

Convention Centre

식품 와인 등

멜버른 식품 와인 박람회 06.16～06.18

호주 Melbourne 

Exhbition & 

Convention Centre

와인 유기농 

베이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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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 식품기술 박람회 06.21～06.23 필리핀 마닐라 PICC 식품 음료

만 식품 06.21～06.24

만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식품 음료

시드니 식품 와인 박람회 06.23～06.25

호주 Sydney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식품 와인 등

National Gourmet Food Show 06.23～06.26
미국 Dallas Market 

Center
식품 주방기기 등

미국 올란도 식품 기술 박람회 06.24～06.28
미국 Orlando 

Convention Center

식품폄가물 향신료 

육류 가공기술 등

국 국제 식품 교역 박람회 06.24～06.27

국 Xiamen 

International 

Conference &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련 

기계 기술 등

미국 사우스웨스트 식품 박람회 06.25～06.27
미국 Geore R.Brown 

Convention Center

식음료 련기기  

기술 등

제7회 식품 음료  련 장비 시회 06.29～07.01
필리핀 Grand 

Convention Center
식품 음료 가정기기

콸라룸푸르 음식 가공  제과 박람회 

2006
07.06～07.09

말 이지아 Putra 

World Trade Center
식품 와인 포장 등

뉴욕 국제 하계 식품  제과 박람회 

2006
07.09～07.11 Jacob K. Javits Center 각종 식품

나마 농목축박람회 07.12～07.16
나마 Atlapa 

Convention Center
육류 유제품 등

말 이시아 국제 식품 07.13～07.15
말 이시아 Putra 

World Trade Center
식음료 련 상품

호주 와인산업 박람회 07.14～07.17

호주 Sydney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와인 음료 주방기구 

라질 국제 식품 박람회 07.17～07.20
라질 Anhembi 

Exhibition Hall
식음료 유기농원료 

라틴아메리칸 음식 & 음료 엑스포 07.17～07.18

미국 Gaylord Texan 

Resort & Convention 

CEnter

식음료품 등

국 국제 육류공업 시회 07.25～07.27
국 Beijing Exhibition 

Center

육류 가공냉동 

기계설비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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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라하라 캔디 박람회 08.01～08.04
멕시코 Expo 

Guadalajara
사탕

과테말라 식료품 시회 08.01～09.30
과테말라 Hotel Camino 

Real
식품 음료

멕시코시티 제빵 박람회 08.12～08.14
멕시코 Centro 

Banamex

제과․제빵 련 기술 

 기기

리마 식음료산업 박람회 08.16～08.18

페루 Centro de 

Convenciones Jockey 

Plaza

식품 음료

멕시코시티 커피 박람회 08.17～08.19
멕시코 World Trade 

Center

커피 련 제품  

기계

홍콩 식품박람회 08.17～08.21
홍콩 Convention & 

w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캐터링  

주방 장비 와인 등

콜롬보 식품 포장재 박람회 08.25～08.27 스리랑카 BMICH
식품 음료 기계류 

포장 등

미서부 식품박람회 08.26～08.28
미국 LA Convention 

Center

식음료  련 

서비스 기술 등

고르냐라드고나 국제농업식품박람회 08.26～09.01
슬로베니아 Pomurski 

sejem(Pomurski fair)
식품 음료

데 라센 농업  식품 산업 박람회 08.30～09.02

헝가리 Debreceni 

Egyetem 

Agratudomanyi 

Centrum

식품 등

과달라하라 건강 련 박람회 09.01～09.03
멕시코 Expo 

Guadalajara
건강식품 등

나마 포도주  조제식품 박람회 09.01～09.04
나마 Atlapa 

Convention Center
와인 조제식품 등

엘살바도르 2006년 식품 박람회 09.03～09.07

엘살바도르 Feria 

International de El 

Salvador FIES

식품 음료

국 국제 단맛식품  과자식품 시회 09.04～09.06

국 Shanghai 

Everbright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제과 등

상하이 국제 식품가공  포장기자재 09.04～09.06

국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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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주류 식음료 생산설비  포장기

자재
09.05～09.09

국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식음료 주류 공정  

설비 등

자카르타 국제 식품첨가물 박람회 09.06～09.09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 

Kemayoran

식품 음료 첨가물

자카르타 식품  요식업 박람회 09.06～09.09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
식품 음료 요식산업

자카르타 식품 포장가공 기계 박람회 09.06～09.09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

식품 가공 포장 기계 

등

자카르타 국제 허   건강식품 박람회 09.06～09.09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
허  건식류

자카르타 제과 제빵 박람회 09.06～09.09
인도네시아 Jakarta 

International Expo

제분 원료 제과 제빵 

기계 등

아시아 푸드 엑스포 2006 09.06～09.09
필리핀 World Trade 

Center
식품 포장기기 등

국제 음료산업 박람회 09.08～09.10
미국 Las Vegas 

Convention Center

음료 설비 첨가물  

포장 장비 등

카포스바르 종합 박람회 09.08～09.10
헝가리 Kaposvar 

Sports Hall
유기농식품 등

아틀란타 음식 박람회 09.09～09.11
미국 Americas Mart 

Atlanta

고 요리 식음료 

식품첨가물 주방용품 

등

키에  국제식품기계  포장 시회 09.11～09.14

우크라이나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포장산업 

기계류

호주 국제 식품 음료 시회 09.11～09.14

호주 Melbourne 

Exhbition & 

Convention Centre

식품 음료 요식산업

멜버른 국제 와인 맥주 주류 시회 09.11～09.13

호주 Melbourne 

Exhbition & 

Convention Centre

와인 맥주 등 각종 

주류

라질 국제 식품 재료 박람회 09.12～09.14
라질 Transamerica 

Expo Center
식품 음료기계류 등

제11회 우즈베키스탄 국제 식품음료 

시회
09.12～09.14

우즈베키스탄 

Exhibition Centre 

Hamar

식품 음료포장 등

라질 국제 음료 박람회 09.12～09.14
라질 Transamerica 

Expo Center
식품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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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국제식품 시회 09.13～09.22

쿠웨이트 Kuwait 

International Fair 

Ground

식품 

재팬 푸드 2006 09.13～09.16 일본 INTEX OSAKA
식품 음료 해양수 

산업

미국음식박람회 09.15～09.17
미국 Dallas Market 

Center
식품 주방기기 등

콜롬보 식품 박람회 09.15～09.18 스리랑카 BIMCH
오일 차 코코넛 

향신료 등

포츠난 국제 식품산업 박람회 09.16～09.20
폴란드 Poznan 

Fairground

식품가공 기계  

도구 캐터링 포장 

기계 등

라질 국제 설탕 알코올 박람회 09.19～09.22

라질 Zanini 

Exhibition Center 

Sertaozinho

설탕 알코올 련 

장비  기계

아르헨티나 국제 식품 약  첨가물 

박람회
09.19～09.22

아르헨티나 Centro 

Costa Salguero
식품 음료 첨가물

Mid-Atlantic 식음료  숙박 박람회 09.20～09.21
미국 Baltimore 

Convention Center
식음료  식당 장비

뒈셀도르  국제 육류 소시지 박람회 09.24～09.27
독일 Messe 

Duesseldorf
식음료 

2006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 09.26～09.29

러시아 The Krasnaya 

Presny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블라디보스토크 환-태평양 소비재 박

람회
09.26～09.29

러시아 Exhibition 

Department

식품 음료 포장산업 

등

카포스바르 농업  식품 산업 박람회 09.28～09.30
헝가리 Pannon Horse 

Academy

식품 음료 련 기계 

 기술

몬테 이 100% 자연산 제품 시회 09.30～10.01 멕시코 CINTERMEX
허  제품 자연산 

제품 등

바르셀로나 국제 식품 양학 박람회 10.01～10.31

스페인 Fira Barcelona 

Recinto Ferial de 

Montjuic

식품 음료 제조업체 

양학 련

동경 포장 10.03～10.07 일본 Tokyo Big Sight 포장 기계 재료 등

뭰헨 국제 제빵 박람회 10.03～10.09
독일 Neue Messe 

Muenchen

제빵 가공식품 련 

시설  기계

천연식품박람회 10.04～10.07
미국 Baltimore 

Convention Center
천연 건강식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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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식품 개발  2006 10.04～10.06 일본 Tokyo Big Sight

식품소재 기능성 

소재 식품가공 분석 

기계 등

제13회 서일본 국제 식품 시회 10.05～10.09

일본 West Japan 

General Exhibition 

Center Annex

식품 음료 

국제 농업 비즈니스 박람회  세미나 

국제 식품 로세싱 식품  식품 포

장 시회

10.05～10.07
필리핀 World Trade 

Center Manila
식품 음료 포장산업

하와이 식품 시회 10.13～10.15
미국 Blaisdell Center 

Honolulu

식품  련 서비스 

등

호스텍스 10.15～10.17
캐나다 Toronto 

International Centre

식품  련 서비스 

기술 등

슈투트가르트 정육 련 문 박람회 10.15～10.17 독일 Stuttgart Messe 육류 반

오클랜드 식품기술 포장 기술 시회 10.17～10.19
뉴질랜드 Auckland 

Showgrounds
식음료 제조기술포장 등

리 식품 박람회 10.22～10.26
랑스 Paris-Nord 

Villepinte
식품 음료 첨가물

하바로 스크 식품 박람회 10.26～10.29
러시아 Lenin stadium 

Khabarovsk
식품  가공기기

라스베가스 식품공정 박람회 10.29～11.02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식품 기계  공정

식품가공  포장 시회 10.29～11.02 미국 McCormick Place
식품 가공기구 

서비스 제품 등

도르트문트 국제 미식 박람회 10.30～10.31

독일 Messe 

Westfalenhallen 

Dortmund

식품 음료 기타

로잔 식품  호텔 박람회 10.31～11.04

스 스 Beaulieu Centre 

de Congres etd' 

Expositions

식품 음료 요식산업 

등

페름 식음료 기자재 박람회 10.31～11.03
러시아 PERMSKAYA 

YARMARKA
식품 음료 포장산업

2006 카자흐스탄 국제 식품 박람회 11.01～11.04
카자흐스탄 Atakent 

Exhibition Center

식품(식자재) 음료 

주류 등

싱가포르 식품박람회 11.04～11.08
싱가포르 Singapore 

Expo
식품 음료

리스베인 식품 와인 박람회 11.04～11.06

호주 Brisbane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요식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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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불고그라드 식품 포장 박람회 11.07～11.09

러시아 DVORETS 

SPORTA(SPORT 

PALACE)

식품 음료 포장

부쿠 슈티 국제 음료 박람회 11.08～11.12
루마니아 Romexpo 

Exhibition Centre

포도주 양주 통주 

등

미국 식품 음료 박람회 11.08～11.10
미국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식품 음료 주류 가공 

포장기기

랑크푸르트 건강식품 박람회 11.14～11.16 랑크푸르트 메쎄
식품첨가물 

반가공식품 향료 등

뉴욕 국제 음식 시회 11.14～11.15
미국 Jacob K Javits 

Center
식료품 련 제품

바르샤바 국제 과일  야채 박람회 11.15～11.16

폴란드 Exhibition 

Center in Palace of 

Culture and Science

과일 허  장 

유통기기 등

뉴 버그 국제 식음료 산업 박람회 11.15～11.17
독일 Nuernberg 

Messezentrum

원료 맥주 무알콜 

음료 설비  기기 

등

제2회 국서부 국제 유명 주류 박람회 11.20～11.25

국 Chengdu 

International Meeting 

And Exhibition Center

국 백주 와인 맥주 

등 각종 주류

제8회 국 국제 조미료 양념 박람회 11.21～11.24

국 Wuhan 

Inter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조미료 양념 

가공식품

마드리드 국제 와인 박람회 11.21～11.23
스페인 Parque Ferial 

Juan Carlos 1
와인 와인 문  등

국제 식음료  장비 박람회 11.21～11.24

헝가리 

HUNGEXPO(Budapest 

Fair Center)

식품 음료 와인 식품 

가공기술 등

이스탄불 국제 식음료  기자재 시회 11.22～11.25 터키 Cnr Expo Center
식품(육가공품)  

련 기자재

제4회 크라코  와인 박람회 11.23～11.25 폴란드 Hala Targowe
각종 와인  

액세서리

버 햄 우량식품 박람회 11.23～11.27
미국 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와인 등

타이베이 국제 우수 식품  설비 11.24～11.27

만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식품  련 

식품제조 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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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  이탈리아 포도주 시회 11.24～11.26 국 INTEX Shanghai
각종 와인  

액세서리

요리사 회 시회 11.26～11.28

스리랑카 Banadarnaike 

Memorial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아이스크림 디 트 

칵테일 등

밴쿠버 요식업 박람회 11.27～11.28

캐나다 Vancouver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식품 음료 주류 등

이르쿠츠크 소비재 박람회 11.28～11.30

러시아 Irkutsk 

International Exhibition 

Complex-SibExpoCenter

국제 식품 박람회 11.29～12.02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Belgrade Fair

제15회 랜차이즈 산업박람회 03.16～03.18 서울무역 시장

푸드앤호텔 코리아 2006 03.21～03.23 COEX 컨벤션홀

2006 서울국제식품 03.21～03.24 KINTEX

제11회 한국국제 포장기자재 03.21～03.24 KINTEX

서울세계 음식 박람회 04.05～04.09 COEX 서양홀

2006 서울수산식품 시회 04.13～04.15 COEX 태평양홀

2006 서울국제주류 박람회 05.02～05.04 COEX 컨벤션홀

제8회 한국냉동․공조․설비기자재 05.02～05.05 COEX 인도양홀

2006 국제 우수안 식품 05.10～05.13 COEX 태평양홀

2006 한국국제물류 유통산업 05.18～05.20 COEX 인도양홀

제3회 부산국제 식품 05.18～05.21 BEXCO

외식창업 05.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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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차문화 06.21～06.25 COEX 인도양홀

제21회 국제기능성 건강산업 

박람회
07.20～07.23 COEX 서양홀

바이오코리아 2006 09.06～09.08 COEX 컨벤션홀

서울국제외식산업 식품주방기기 시회 10.11～10.14 COEX 서양홀

주 국제 발효 식품 엑스포 10.20～10.24 주월드컵경기장

자연건강식품 박람회 10.26～10.29 KINTEX

2006 주국제식품 산업 10.26～10.29 김 컨벤션센터

2006 서울 국제식품 시회 11.01～11.04 aT Center

서울 박람회  발효식품 11.30～12.03 COEX 서양홀

제5회 친환경유기농 식품첨가물 박람회 12.14～12.16 COEX 서양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