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RUIT LOGISTICA 2020 
베를린 신선 농산물 마케팅 박람회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Fruit and Vegetable Marketing 

2020년 2월 5일(수) – 7일(금), 베를린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담당자: 강지은 부장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8-2 한남프라자 8층  
전화: (02) 3780-4643  /  팩스: (02) 3780-4637  / 이메일: jekang@kgcci.com 
 

<박람회 참가신청 안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수요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소비는 계속 

늘어 2030년에는 8000억유로에 이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신선 농산물 산업 선두 

박람회인 Fruit Logistica 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점점 

더 신뢰할 만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교한 유통 체인이 발달하고 있는 동시에, 매년 박람회를 다녀가는 

수많은 바이어, 카테고리 매니저 그리고 수입업체들은 지속가능한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매 결정권자들은 그들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시장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조망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왜 그들이 Fruit Logistica 를 매년 방문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최근 기술 트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Fruit Logistica 가 이를 위한 적합한 행사입니다.  
 

Fruit Logistica 박람회는 신선 과일 및 채소, 유기농산물, 포장, 분류, 운송 등이 주요 전시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공급업체와 바이어간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전문 B2B 박람회입니다. 

2019년 행사 후 주최측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의 전시업체와 98%의 전문 참관객들이 박람회 참가 이후 

긍정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욱 강력해진 혁신과 국제화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전시업체와 전문 참관객에게 최고의 사업 전망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계 구축 및 새로운 공급 

업체 발굴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처럼 생산부터 유통까지 산업분야의 모든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마케팅 플랫폼으로써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Fruit Logistica에 참가를 원하실 경우 박람회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제 28회 베를린 신선 농산물 마케팅 박람회 Fruit Logistica 2020 
 

◈ 기간: 2020. 2. 5 (수) – 7 (금), 9:00 – 18:00 
 

◈ 최초 개최 연도: 1993년 (2020년도 전시회 - 28회)  
 

◈ 장소: 독일 베를린 박람회장 
 

◈ 개최주기: 1년 
 

◈ 주최: Messe Berlin GmbH (베를린 박람회)     ◈ 한국대표부: 한독상공회의소 
 

◈ 참가대상: 농산물 수입업체, 수출업체, 재배업체, 도매업체, 공급업체, 소매업체, 협회 
 

◈ 전시분야: 신선 과일 및 채소, 열대농산물, 유기농산물, 감자류, 건과류, 견과류, 약초, 향료, 
   꽃, 식물, 포장, 분류, 수송, 생산관리, 저장, 자원재생, 품질관리, 점포설비, 컴퓨터 및 인터넷  
   솔루션, 마케팅, 시장조사, 컨설팅, 언론매체, 기술서비스, 경작 시스템, 재배재료, 종자 
 

◈ 홈페이지: www.fruitlogistica.com 
 

◈ 참가비: 12㎡ 한 부스 기준 예상비용= 약 4740.20 유로 
          - 부스임차료: 203 유로/㎡ - 기본 패키지부스 설치비: 149 유로/㎡   
          - 등록비 및 디렉토리 수록비: 509 유로 - 독일박람회분담금: 0.60 유로/㎡   
 

◈ 참가신청 마감 – 2019년 7월 31일 
 

◈ 2019년도 전시결과 
 

   전시규모: 137,504 ㎡ / 전시업체수: 3,276 (해외업체수: 2,979 - 참가국: 90개)  
   전문방문객수: 78,269 (방문국: 135개) ※85%의 해외참관비율  
   참관객 대륙별 구성비율: EU 회원국 56.6%, 그 외 유럽 국가 8.2%, 북미 3.2%, 중남미 12.4%,  
                          아프리카 8.5%, 중동 4.9%, 아시아 4.9%, 오세아니아 1.3% 
   전시업체 품목별 분포: 신선과일(42.6%), 신선채소(27.8%), 기술서비스(14.8%), 포장(12.4%),   

                      감자류(8.0%), 운반/운송(6.6%), 포장기계(6.6%), 신선편이/케이터링(6.0%),     

                      보관(5%), 냉동과일/채소(4.7%), 건과/견과류(4.7%), 버섯(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