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IA FRUIT LOGISTICA 2020  
아시아 신선 농산물 박람회 
2020년 9월 16일(수) – 18일(금), 싱가폴 
 

한독상공회의소 / 담당: 이수진 과장, 강지은 부장 
전화: (02) 3780-4670/4643  / 이메일: sjlee@kgcci.com, jekang@kgcci.com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85 신원프라자 8층 
 

<참가신청 안내> 
 

◈ 행사명: 제 14회 ASIA FRUIT LOGISTICA 2020 아시아 신선 농산물 박람회 
◈ 기간: 2020. 9. 16(수) – 18(금), 10:00–17:00 (Asiafruit Congress: 9. 15.(화) 9:00–17:30) 
◈ 장소: 싱가폴 Singapore EXPO, Hall 3 - Hall 6 
◈ 주최: Global Produce Events GmbH (GPE)  
◈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 전시규모: 40,000 sqm 
◈ 2019년도 전시결과: 전시업체수: 810(참가국수: 41) / 참관객수: 12,000 (참가국수: 70) 

전시업체 대륙별 분포현황: 아시아 39%, 유럽 22%, 아프리카 11%, 남미 9%, 
오세아니아 11%, 북미 5%, 중동 3%  
참관객 대륙별 분포현황: 아시아 63.5%, 남미 10.7%, 오세아니아 7.8%, 유럽 7.4%, 
중동/아프리카 6.1%, 북미 4.5%  

◈ 전시분야:과일, 채소, 버섯, 열대농산물, 유기농산물, 감자류, 건과류, 냉동과일채소, 
견과류, 약초, 향료, 꽃, 식물, 종자, 새싹채소, 포장, 분류, 수송, 생산관리, 
저장, 자원재생, 품질관리, 점포설비, 마케팅, 컴퓨터 솔루션, 컨설팅, 
기술서비스, 경작 시스템, 재배재료, 숙성장비, 그린하우스  

◈ 참가신청 마감: 2020년 2월 28일 
◈ 참가비: 최소 부스 9㎡ 기준: 4120 유로 = 약 536 만원 (1 유로 = 1300원 기준) 
   (부스임차료, 기본 패키지 부스 설치비, 등록 및 디렉토리 수록비 포함) 
  

2020년도에는 Asia Fruit Logistica 개최장소가 홍콩에서 싱가폴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폴 창이공항 근처에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장인 

Singapore Expo 에서 개최됩니다. Asia Fruit Congress 는 컨벤션 MAX Atria 에서 9월 15일에 

개최됩니다.  

 

박람회 주최기관인 Global Produce Events (GPE)는 홍콩의 지속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예방책으로 2020년 개최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은 아시아의 비즈니스 & 무역 핵심 

허브로서 글로벌 연결성과 비즈니스 효율성이 뛰어나고,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콩 내부의 계속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전시업체와 방문객들의 관심과 염려가 이어졌고, 

2020년도 계획을 위해 명확하고 예측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박람회 주최측 이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Asia Fruit Logistica를 싱가폴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대가 큽니다. 싱가폴은 

활기차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행사들을 수월하게 개최한 

이력이 있습니다. 싱가폴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 고객들을 위해 

탁월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이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기존 개최일정과 거의 비슷하게 2020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Singapore 

Expo 전시장을 예약해 두었고, 이는 아시아 지역 및 그 외 국가의 전시업체 및 방문객들의 

박람회 참가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도 싱가폴 

개최후에 박람회 주최기관인 GPE 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개최 결과를 평가해서, 향후 

개최장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지난 ASIA FRUIT LOGISTICA 2019 는 수준 높은 전문참관객과 뛰어난 사업 기회들을 선보이며 

최근 홍콩 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참관객 수는 불가피하게 

다소 영향을 받았지만, 예상을 초과하여 2018 년의 90%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가한 12,000 명 이상의 전문참관객들이 40 개국 이상에서 참가한 810 개의 전시업체들을 만나 

다양한 사업기회를 모색하였고, 전시업체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전 세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상품의 품질은 언제나 ASIA FRUIT LOGISTICA 의 성공 여부를 규정해 

왔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 년간 진행되어 온 ASIA FRUIT LOGISTICA 의 첫 파트너 국가로서 페루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PromPeru 사의 애그리비즈니스 매니저 Victor Sarabia 는 다음과 

같이 참가소감을 전했습니다. “ASIA FRUIT LOGISTICA 는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소매시장과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내년 행사에는 페루 전시업체의 수를 약 30% 늘리고자 하며, 물류 사업자와 브랜드 또한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막 하루 전에 개최된 ASIAFRUIT CONGRESS 는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의 생산 시장 

내에서 생산, 마케팅 그리고 무역 분야 전반에 걸친 주요 변화와 연구 결과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였습니다. 호주의 선도적인 신선 농산물 생산 그룹 Costa 의 CEO 인 Harry Debney, 중국 

ANZ 은행의 경제학자 Raymond Yeung, 중국 주요 유통업체 Joy Wing Mau 사장 Jason Zhang 

등 저명한 연사들이 미래 트렌드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나누었습니다. 오후 워크샵 

세션에서는 지적 재산권 다양성의 역할, 아시아에 대한 공급업체로서 스페인의 부상, 브랜드 

현지화, 급성장하는 아시아의 체리 시장, 전자 상거래 및 뉴 리테일이 동남아시아 식료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분야 내 흥미로운 성장 영역을 조명하였습니다. 

 

Asia Fruit Logistica에 적극 참여하시어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