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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2011년도 첫 회를 시작으로 

8년간 성장을 거듭하여 20개국 250개사의 

첨단농기계·농자재·농식품·토종종자 전시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농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박람회로 크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선진농업기술 정보교류와 도시민 중심의 농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힐링과 감동을 주는 

체험형 박람회로서 농·식품 전시판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펼쳐지는 2019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Jinju International Agriculture & Food Expo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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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기    간

장    소

주최/주관

내    용

규    모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9.11.6.(수) ~ 11.10.(일),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첨단농기계·농자재·농식품·토종종자 전시, 수출상담회, 체험행사 등

20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

행사개요



                 첨단농기계관

첨단농업용 드론, 항공방제용 무인헬기 전시  
국내 대형·소형·생활밀착형 첨단농기계 전시 
스마트 농기계, 농업자동화 시스템 전시

A홀

                 농자재관

바이오 산업,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전시

시설농업 농자재, 농생명 바이오 농업기술 전시

B홀

                 녹색식품관

전국 우수 농식품 업체 판매관 운영 

전국 지자체 우수농식품(특산물) 전시

경남 벤처농업 우수사례 전시 

진주시·남해안남중권 소속시군 

농·특산물 판매관 운영

D홀

                 스마트농업관

공공기관 농업기술 홍보관 운영
귀농창업 및 귀농·귀촌안내

E홀

                 종자생명관

종자의 중요성·미래식량확보 이해공간조성 

수확체험을 통한 농업현장 교육, 종자영상관 
농업교육 특별전시관 운영

F홀

                 펫산업관

펫관련 동물 교육체험
(거북, 뱀, 고슴도치, 토끼, 앵무새 등 40여종)
가축동물(양, 염소, 미니돼지, 병아리 등) 체험

G홀  C           해외관

해외농업 기술 전시, 해외문화·식품 체험

C홀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2019.11.6.(수) ~ 11.10.(일), 5일간

진주종합경기장 일원

경상남도, 진주시

첨단농기계·농자재·농식품·토종종자 전시, 수출상담회, 체험행사 등

20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

▶  수출상담회 [2019.11.7.(목) 10:00 ~ 17:00]
▶  MOU체결 [2019.11.8.(금) 17:00]
▶  제9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  도심 속 목장나들이
▶  축산페스티벌
▶  문화예술 페스티벌
▶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행사구성

동반행사

부대행사
특별행사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689, (우)52733

TEL. +82-55-749-6111~6114 | FAX. +82-55-749-5619 | E-MAIL jiafe@agrex.kr

B홀

부스배치 및 안내
| A홀 첨단농기계관 |

| C홀 해외관 |  | D홀 녹색식품관 |

부스사용료
안내

시설구분 기본부스 독립부스 비 고

전시, 판매업체 1,400 1,200 VAT 별도

야외 

B홀

D홀

C홀

E홀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

독립부스 독립부스

독립부스

독립부스

독립부스

C홀

| B홀 농자재관 |

A홀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

비상구

부스안내
기본부스(Basic Booth) 독립부스(Space Booth)

- 주최측에서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기본부스

※ 모든 부스의 이미지는 부스가 노출되는 면에 따라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부스조성을 참가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스

Main View Main View독립부스(3m×3m)Top View

(예시)

(단위 : 천원)

독
립
부
스



참가절차안내

농업을 한곳에,
        미래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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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만 가능 : 
홈페이지(www.agrex.kr) → 
참가안내 → 온라인 참가신청
※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수

① 주관자 납부고지서 업로드
② 신청자 납부 및 납부 확인

신청기간 : 2019.5.7.(화) ~ 5.24.(금)

            ① 주관자 부스배치
            ② 신청자 부스확인
            ③ 계약서 작성

신청기간 : 2019. 5 ~ 6월

2019.11.6.(수)~11.10.(일)

참가업체 신청 접수

부스임대료 납부

부스배치 및 계약

2019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전시부스 운영

납부기한 : 2019. 7 ~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