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성 한양 진도 서천 바다 월딘 하이셀

자기와 투투 하이텍 김천방짜유기 산업 미역 한사모시젓갈 향기 코리아 리썸

2A24 2A26 2A27 2A28 2A30 2F34 2F33 2F32 2F31 2F30 2F29

예스

월딘 경기 코리아

동보 미강바이오 비채 명작 엑소 산업 전진기업

산업 2B61 2B63 2B64 한방 멜라 2E61 2E62 2E63 2F27

2A23 관절크림 루카크리너 오쿠

씨엔 2C23 2D19 솟대만들기(체험) 바이오

지엔 비채 2E57 2F26

2A22 V7 곤충체험 디에이

2C22 2D18 코리아

NH 농촌 2F25

농협 여성신문 와인시음 강화

에스엠뿌레 2C22 2D17 카페테리아 홍삼

2B53 2E53 (휴게공간) 2F24

자연과 대교 아이오티 목원 비즈니스 삼화 산호 기미 2A20 고려

에코패스 웰플러스 미래 상사 팜 대학교 라운지 기전 성산지엔 기계 상궁 보경원예 자이온 팜프랜드 농민신문사 대양 대승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다이나믹스

1A23 1A25 1A27 1A28 1A29 1A30 1H19 1H17 1H16 1H15 1H13 자화수 2B49 2B51 이앤브이 2E49 2E50 2E51 2E52 2F23

2A19 워터 C.H.S

링크 2D15 점파식파종기

2C19 2F22

두원 태국 나인 경창

물산 창성 구인농업 농기계전 시스템 에스지 한아 기계공업사 태인기업 & 한일기계

기계 기술 강동 2B45 2B46 2B47 삼원 에스에스 2E45 2E46 신성

   경진 1C22 선그로 1D22 농업 테크 아세아 헤라레이져

1A21 이레 병주 원예 협동조합 아주엠씨엠 2C17 2D13 효창위드유 기계산업 2F20

농자재 혜송 & 2B41 2E41 2E44

1B21 1C21 1C24 대우 엘에스엔

미소텍 대동 산업 코리아

기업사 모리아 트레이드 두산 KUBOTA KUBOTA
1B20 팜 코프 에코 1D20 1D25 2A15 대원

1A19 백광 코리아 비즈넷 다목생태 동진 지에스아이

소재 농산 기술 로보드림 세아그로텍 정공

미듬 1B19 1B26 1C19 1C26 연구소 1D26 제이에스이 2D12

1A18 형주 하나 한슬 2F17

한국 신진 라보텍 남경 산업 산업 테크 2B33 2B35

동식물 유압 1B27 1C27 1D18 1D27 1E17 2C15

1A17

부전 하나 녹원 메트릭 플러스

1B17 1B28 1C17 1C28 아이지 대림 2A12 2C14 시스템

Y.M 에스피 에너지 새싹 경농 2F15

인터 에스 인터 ㈜ ㈜ 산업

내쇼날 앤지 히트 신한 청오 휴바스 한일 피스 우진 지테크 ㈜ 2E29 2E32

에이텍  엔지니어링 코리아 산업 산업 인터내셔날 네오 고객

대동테크 신일실업 지원센터

1B15 1B30 1C15 1D15 1D30 1E15 1F15 1G15 2A10 2B25 2B27 2C12 2D08 2E25 2E27

1A13

대진 메디앙 성보 동우

알맥스 시스템 산업 ㈜신농 신화 오존 파워레인 산업

1B07 신동 엠파인 도프 1E07 하다 1F08 고객 2B21 정공 에이드 2E21 2E24 이시다

정일 물산 헬퍼 삼도 지원센터 아시아 2C11 2D07 코리아

글로캠 이노팜 로보텍 환경 ㈜서원양행 아그릭스 종묘 듀폰 인바이로 코리아 대전광역시 2F14

1B06 1B09 1C06 1D06 1E06 1E09 1F09 2B17 2B18 킴스 씨에이 2E17 2E19

드림 농업 무역 후레쉬

신기 신농 효성 국제 한국 트리 기술실용화 주원 2A08 썬웨이

산업 소하 유니텍 ㈜ 오앤비 단조 삼공 1E05 1E10 1F10 1G05 드론 마샬 2C09 2D05

1A12 테크 바이오 안전 코퍼레이션 이에스 옥림

산업 기술 2A07 텍 코리아 코코스토리 태성태양광 코리아 2F12

1B04 1B11 1C04 1C11 1D04 1D11 비아이지 성진텍 1F04 광성 2B13 2B14 2B15 매직 ㈜ 2E13 하이팜 하쎈

미푸코 로터스 분무기 1H11 넬 한아 명전 그린 카프코 전기쿡탑

종자 에이씨티 대영 바이오텍 툴스 바이오 나래트랜드 대전마케팅공사 2F11

이노팜 황놀부 1E03 1E12 1F03 1F12 지에스 TAMMA 2B09 2B10 2B11 2C07 2D03 2E09 2E11

1A10 산업 ㈜ 익산 한솔 현성 위그로 ㈜ 1H09

미푸코 경농 농기계 영농과학 부직포 SB Ie-Ie Company 2A05 속초

그린 1E02 1E13 1F02 산업 Limited 물산

1A09 거산 미래 케이 1H08 일신 테크

정밀 센서 보배 Suncue 오믹시스 애플㈜ 스타즈스터링코리아 이시시 바이오 나인 카페

주식회사 1B01 1B14 1C01 1D01 1E01 1E14 1F01 1F14 1G01 Company 2B05 2B07 2C05 2D01 2E05 2E08 테리아

누보 1H07 SICHUAN 남은 산들 (휴게공간)

삼산물산 금성화학 LOMON 기업 박홍근 파라솔 누리

2B01 2B03 2B04 2E01 2E04 안내

1A07

스벤손 코리아

미푸코그린그린 미푸코 푸른 덕양그린 코리아 농업 부농종묘 2A01 아주강재 블루 부흥상사 나라동식물유전자원 한국원예자재

1A05 1A03 1A01 1H01 1H03 1H04개발 1H05 에너지 2F07

`

 

안내

TAMAS 2017 (대전국제농업기술전)
( 2017. 11. 1~3 )

안내

데스크

등록대 / 작성대

남도식당

국기대

경비실

~ 정 문 ~

차량진입

차량
출구

등록대 / 

작성대

출구
입구

비즈니스

혜인

2E33

2F05

입구
출구

~ 자 동 차 도 로 ~~ 자 동 차 도 로 ~

제 1전시관(실내)

제 2전시관(실외 텐트 안)

화장실

2C01

2D02

2C04 2F01

세미나장
(90석 규모)

소화기(9개)

상담실

ㅋ

ㅋ

온풍기(9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부스배치도(2조)

상담실

2F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