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식품관련 학술행사 및 박람회 개최일정

학술행사 일시 장소 문의처

한국외식산업경 학회 동계 

정기학술 회 
12.01(토) 서울 학교 보건 학원 041-630-5221

제9차 국제 항암  항돌연변이 

작용기  학회 
12.01(토)～12.05(수)

제주 학교 국제교류

회   평생교육원
031-779-0249

한체열의학회 

제17차 정기학술 회 
12.09(일)

동세 란스병원 

강당
02-2019-3520 

한국생약학회 제38회

정기총회  학술 회
12.11(화)

덕성여자 학교 

강의동
063-850-6823 

한국유 체학회 

동계심포지엄
01.30(수)～02.01( ) 강원도 용평리조트 02-558-9394

한국분자ㆍ세포생물학회 

제19회 동계학술 회
02.13(수)～02.15( ) 용평리조트 그린빌라 02-568-4490

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전시품목

2008 서울수산식품 시회 03.27(목)～03.29(토) 코엑스 인도양홀 수산식품

건강기능식품 회

제5회 자연건강식품박람회
04.10(목)～04.13(일) aT센터

건기식

유기농식품 

  본문은 2008년에 개최될 학술 회, 세미나, 박람회, 시회 등에 한 정보를 수록한 것입니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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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학술행사 일정

Ⅱ. 국내 박람회  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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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전시품목

2008 서울국제주류박람회 05.08(목)～05.10(토) 코엑스 서양홀 와인 주류 체

2008 서울국제식품기술 05.14(수)～05.17(토) 킨텍스 1, 2홀 식품 포장기기 기자재

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전시품목

베트남 축산 12.04(화)～12.10(월) 베트남 Cantho City 축산물

인도 식품음료 

시회 
12.06(목)～12.09(일)

인도 Bombay

Exhibition Centre
식품 음료

모로코 국제 

농수산물 박람회 
12.07( )～12.10(월)

모로코 Place

Kamra, Agadir
농산물

두바이 식품  

유기농 박람회
12.16(일)～12.18(화)

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베를린 식품  농업

박람회
01.18( )～01.27(일)

독일 베를린 MESSE

BERLIN 홀 1-홀 26
식품

일본 수산물 박람회 01.23(수)～01.24(목) 일본 오사카 INDEX 수산물

리미니 아이스크림, 

제과 박람회 
01.26(토)～01.30(수) 이태리 리미니

제과 재료 

포장기술

쾰른 제과 박람회 01.27(일)～01.30(수) 독일 쾰른 메세 제과

베를린 과일  야채 

유통 박람회
02.07(목)～02.09(토)

독일 베를린 MESSE 

BERLIN 홀 1-홀 26
식품

독일 수산물  

씨푸드 박람회
02.10(일)～02.12(화)

독일 멘 MESSE, 

HALL 4,5,6
수산물

미국 커피 박람회 02.15( )～02.17(일)  
미국 워싱턴 

CONVENTION CENTER
커피

독일 와인 박람회 02.16(토)～02.18(월) 독일 뒤셀도르  메세 와인

동경 슈퍼마켓 

박람회 2007
02.20(수)～02.22( )

일본 동경 빅사이트

시장
식품

Ⅲ. 국외 박람회  시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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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전시품목

뉴 버그 유기농 박람회 02.21(목)～02.24(일) 독일 뉴 버그 메세 유기농 식품

이태리 리미니 식품 

박람회
02.23(토)～02.26(화) 이태리 리미니 식품

두바이 식품  호텔

용품 박람회
02.24(일)～02.27(수)

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식품

보스톤 씨푸드 

박람회
02.24(일)～02.26(화)

미국 보스톤 

CONVENTION 

CENTER

수산물

미국 스낵 박람회 03.01(토)～03.04(화)

미국 HERRY B.

GONZALEX 

CONVENTION 

CENTER SAN

ANTONIO

식품

독일 호텔 요식업 

박람회 
03.07( )～03.12(수) 독일 함부그르 식품

동경 식품 박람회  03.11(화)～03.14( )
일본 동경 마꾸하리

메세
식품

애 하임 자연식품

박람회 
03.14( )～03.16(일)

미국 애 하임

Anaheim 

Convention Center

식품

상해 식품 첨가물 

박람회 
03.26(수)～03.28( )

국 상해

EVERBRIGHT 

EXHIBITION 

CENTRE

식품

베로나 와인, 올리

박람회
04.03(목)～04.07(월) 이태리 베로나 와인 음료

런던 자연식품 

박람회
04.13(일)～04.14(월)

국 런던 그랜드 홀

올림피아
식품

싱가폴 식품 호텔 

박람회 2008 
04.22(화)～04.25( )

SINGAPORE EXPO 

1홀-6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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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일시 개최장소 전시품목

벨기에 뤼셀 

수산물 박람회
04.22(화)～04.24(목) 독일 뤼셀 수산물

캐나다 식품 박람회 04.23(수)～04.25( ) 캐나다 몬트리올 식품

미국 식품첨가물 

박람회 
04.28(월)～04.30(수)

미국 SECAUCUS

MEADOWLANDS 

EXPO 뉴 지

식품

라스베가스 식품 

박람회 
05.04(일)～05.07(수) 미국 라스베가스 식품

제네바 VITA

FOOD 기능식품소재

박람회

05.06(화)～05.08(목)
스 스 제네바

PALEXPO-GENEVE
식품

방콕 식품 박람회 05.13(화)～05.22(목)

태국 방콕 IMPACT

EXHIBITION 

CENTRE

식품

상해 식품 박람회 05.14(수)～05.16( )

국 상해 NEW

INTETNATIONAL 

EXPO CENTRE

식품

상해 제과 박람회 05.20(화)～05.22(목)

국 상해 NEW

INTETNATIONAL 

EXPO CENTRE

제과

시카고 캔디 박람회 05.20(화)～05.22(목)
미국 시카고

McCormick place
제과

동경 식품 첨가물 

박람회 
05.21(수)～05.23( )

일본 동경 빅사이트

시장
식품

홍콩 와인 박람회 05.27(화)～05.29(목)
홍콩 CONVENTION 

CENTRE
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