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도전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에 적응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찾고 새로

운 업무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주최사 역시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

에 이러한 새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 14일에 개최되는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는 전 세계

식품, 음료, 기능식품 산업이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하고, 배우고, 연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 가 제공하는

최고의 스폰서쉽 패키지를 통해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세요!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폰서쉽 패키지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식음료 및 기능식품 산업의 메이저 바이어에게

여러분의 브랜드, 제품, 주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참가사분들의 브랜드와 저희 주최사의 뛰어난 프로그램을 결합시키는 것부터 참가사분

들의 브랜드를 해당 산업군의 리더로 만드는 것까지, 참가사분들의 예산과 목적에 부합

하도록 개발된 스폰서쉽 패키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

2020년 10월 13일 ~ 14일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원료제품 공급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전시회로서, 건강 및 기능성 식음료 시장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제품 시연 및 미팅 프

로그램을 통해 참가사분들은,

• 48시간 내 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고, 적합한 바이어로부터 참가사분들의 원료제품에

대한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틀동안, 가치 있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 1:1 미팅 플랫폼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자 및 바이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가사용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온라인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

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하고 해당 참가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직접 연락 가능

• ‘Matchmaking Portal’을 통해 각종 바이어, R&D, NPD, 브랜드별 혁신 전문가, 브랜드

소유자, 제조업자와의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온라인 전시회 종료 후에도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발표자료 구독 가능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내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에 참가사 제품정보 및

홍보 비디오, 연구사례, 기술정보 등을 6개월간 게재 가능

1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

실제 화면

1. Virtual Exhibitor 패키지
₤2,500 + VAT



2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live webcasts(온라인 팟캐스트)와

Q&A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5가지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트렌

드 현황, 시사점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Seminar Sponsor’ 패키지에 참여하

시어, ‘Seminar Sponsor’ 프로그램의 뛰어난 내용, 전문적인 발표자, 혁신적이고 새

로운 아이디어와 참가사분들의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Seminar Sponsor’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아래 5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사분들의 브랜드를 홍보하세요 :

✓ 지속가능한 식습관의 미래

✓ 혁신적인 원료제품은 어디에서 미래의 리테일 트렌드와 만날까?

✓ 포장디자인 및 혁신적인 마케팅의 미래

✓ 커뮤니티 내 영양

✓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영양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와 온라인 미팅 포탈시

스템(online meeting portal) 에 뉴스기사, 보고서, 참가사 정보 등을 직접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을 통해 각종 바이어, R&D, NPD, 브랜드별 혁신 전문가, 브랜

드 소유자, 제조업자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온라인 전시회 종료 후에도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발표자료 구독 가능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세미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사 및 바이어와의 대화시간 제공 (30분간)

• Webcast(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 (Webcast 1회 진행 시 최대 250명에게

전달 가능하며, 종료 후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팟캐스트 청취 가능)

• 전시회 웹사이트 내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에 참가사 제품정보 및 홍보

비디오, 연구사례, 기술정보 등을 6개월간 게재 가능

• Table Talk(온라인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내 각종 정보가 게재되는 페이지) 및 온라인 전

시회 공식 홈페이지에 ‘Thought Leadership Article(참가사가 직접 작성한 연구자료, 보

고서, 원료 신제품 소개글)’ 게재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됨)

2. Seminar Sponsor 패키지
₤10,000 + 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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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Matters Live Awards Sponsor’ 패키지는 식품, 음료, 기능식품 분야 내 총

14가지의 카테고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제품에게 시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Food

Matters Live Awards Sponsor’ 패키지를 통해 참가사 여러분이 선택한 카테고리

내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Food Matters Live Awards Sponsor’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참가사가 선택한 제품 카테고리 내에서, ‘Food Matters Live Awards’ 프로그램이 홍보

되는 여러 채널 (웹사이트,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참가사의 브랜드 홍보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을 통해 각종 바이어, R&D, NPD, 브랜드별 혁신 전문가, 브랜

드 소유자, 제조업자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Webcast(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 (Webcast 1회 진행 시 최대 250명에게

전달 가능하며, 종료 후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팟캐스트 청취 가능)

3. Food Matters Live Awards Sponsor 패키지
₤3,500 + VAT

<Webcast (온라인 팟캐스트) 실제 화면>

Webcast(홈페이지)에 등록된 팟캐스트 중
청취가능 혹은 참가사가 직접 팟캐스트 녹
음 후 게재가능

좌측 이미지 내 우측의 팟캐스트 클릭
시 보이는 세부화면



(좌측)
Table Talk을 통해
100,000명 이상의 산업전
문가에게 발송한 기사

(우측)
‘Hosted meetings 
portal’내 참가사 프로필
게재용 페이지 화면

4

‘Hosted Meetings Platform Sponsor’ 패키지에 참가하시어, 식품, 음료, 혁신적인

원료제품 관련 바이어 및 유통업자 중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에 엄선된

참관객에게 참가사분들의 브랜드와 브랜드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Hosted Meetings Platform 스폰서 내 포함된 서비스 :

• 온라인 전시회 기간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1:1미팅 플랫폼인 ‘Hosted virtual Meeting

Platform’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가하여 브랜드 홍보

• 미팅이 진행되는 동안 스크린에 참가사 브랜드 노출

• 모든 미팅이 성사되고 모든 바이어 정보가 등록되는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online

meeting portal)’ 내 참가사 브랜드 홍보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바이어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초청되거나 성사된 모든 미팅에서 참가사 브랜드 홍보 (단독참가사만 가능)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online meeting portal)’ 을 통해 공동참가 5개사 중 리더 참가

사(Lead sponsor)에 대한 홍보 진행 (공동 참가시에만 가능)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online meeting portal)’ 내 참가사 프로필 게재용 페이지 생성

• Table Talk(온라인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내 각종 정보가 게재되는 페이지) 및 온라인 전

시회 공식 홈페이지에 ‘Thought Leadership Article(참가사가 직접 작성한 연구자료, 보

고서, 원료 신제품 소개글)’ 게재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됨)

4. Hosted Meetings Platform Sponsor 패키지
- 단독참가 : ₤15,000 + VAT
- 공동참가 : ₤6,000 + VAT (총 5개사 참가가능)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 live webcasts와 Q&A 프로그램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5가지 주제의 프레젠테이션, 트렌드 현황, 시사점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식습관의 미래

✓ 혁신적인 원료제품은 어디에서 미래의 리테일 트렌드와 만날까?

✓ 포장디자인 및 혁신적인 마케팅의 미래

✓ 공동체 내 영양

✓ 건강 및 웰빙을 위한 영양

‘Get on Stage Sponsor’ 패키지를 통해 경쟁사를 뛰어넘고 참가사분들의 산업군 내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세요!

‘Get on Stage Sponsor’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패널 중 한 명과의 대화기회 제공, 또는 20~30분 간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질의, 또는 ‘혁

신적인 원료’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참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진행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바이어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Webcast(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 (Webcast 1회 진행 시 최대 250명에게

전달 가능하며, 종료 후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팟캐스트 청취 가능)

•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홈페이지 내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에 원료

제품에 대한 정보, 비디오 홍보물, 사례 연구, 기술 정보를 6개월 간 게재

5

신청마감일 : 2020.6.30

5. Get on Stage Sponsor 패키지
₤5,000 + VAT



6

‘Webinar sponsorship’ 패키지를 통해 식품, 음료, 기능식품 관련 전문가 중 엄선된

참관객들에게 참가사분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Webinar Breakfast / Evening Briefing Sponsor’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오전 또는 저녁에 진행되는 브리핑에서 참가사가 직접 웨비나(웹세미나) 진행

• 참가사가 주제, 패널, 발표자 직접 선택

• 웨비나 가이드북 및 온라인 전시회 홍보채널(웹사이트, 뉴스레터, SNS 등)을 통해 참가

사가 직접 진행하는 웨비나 홍보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바이어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Webcast(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 (Webcast 1회 진행 시 최대 250명에게

전달 가능하며, 종료 후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팟캐스트 청취 가능)

•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홈페이지 내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에 원료

제품에 대한 정보, 비디오 홍보물, 사례 연구, 기술 정보를 6개월 간 게재

6. Webinar Breakfast/Evening Briefing Sponsor 패키지
₤10,000 + VAT

선착순 마감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의 유일한 리드 파트너로서 참가사분들의 브랜드를

식품, 음료, 기능식품 산업 내 최종 의사결정권자 및 이론전문가들과 연결시켜 참가사

분들의 브랜드를 눈에 띄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Lead Partner Sponsor’ 패키지 내 포함된 서비스 :

•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의 유일한 리드 파트너로서 참가사 브랜드 홍보

✓ IP

✓ 블록체인

✓ 자연식물식 식단

✓ 음료

✓ 건강 스낵

✓ 활성화된 영양

✓ 면역건강

• 온라인 전시회 웹사이트 내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age)에 참가사 및 제품정보,

보고서, 언론기사, 리포트 등을 게재

• ‘온라인 미팅 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희망하는 바이어와 만남 가능

• 온라인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 프로그램’에 VIP 게스트로 참가

•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방문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셜미디어 및 마케팅 홍

보 지원

• 300,000여명에게 발송되는 ‘2020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가이드북과 전시회 미리

보기에 참가사명 게재

• Webcast(온라인 팟캐스트)를 통해 브랜드 홍보 (Webcast 1회 진행 시 최대 250명에게

전달 가능하며, 종료 후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했던 팟캐스트 청취 가능)

•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홈페이지 내 Digital Ingredient Showcase 페이지에 원료

제품에 대한 정보, 비디오 홍보물, 사례 연구, 기술 정보를 6개월 간 게재

• Table Talk(온라인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내 각종 정보가 게재되는 페이지) 및 온라인 전

시회 공식 홈페이지에 ‘Thought Leadership Article(참가사가 직접 작성한 연구자료, 보

고서, 원료 신제품 소개글)’ 게재 (100,000명 이상의 산업 전문가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됨)

• 1:1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고, 100,000명 이상의 산업전문가에게 배포되는 Table Talk과

산업동향 페이지에 게재

7

7. Lead Partner Sponsor 패키지
₤10,000 + VAT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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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 Event : 매칭이 성사된 바이어와의 미팅일정 확인가능

- 성사된 미팅 일자, 바이어명 등 업로드

■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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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2. Roundtables : 온라인 전시회동안 진행되는 세미나 시간표 확인가능

- 세미나 개최일자 및 시간, 호스트명, 세미나 주제 등 세부사항 확인가능

-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미나 참가예약 가능
- 온라인 세미나는 화상상담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진행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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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3. Request Meetings : 미팅을 희망하는 바이어 조건을 필터링하여 검색한
후 해당 바이어에게 미팅 요청

- 희망하는 바이어의 출신국가, 산업군, 종사 직군 등 선택 및 조건부 검색
- 필터링된 바이어의 세부 프로필 확인 가능
- 미팅을 희망하는 바이어에게 미팅요청 (‘Request Meeting’ 버튼 클릭)
- 상대 바이어가 미팅을 수락하면 ‘My Event’에 성사된 미팅 자동 업로드
- 바이어와의 1:1 미팅은 화상상담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진행



3. Request Meetings : 미팅을 희망하는 바이어 조건을 필터링하여 검색한
후 해당 바이어에게 미팅 요청

- 희망하는 바이어의 출신국가, 산업군, 종사 직군 등 선택 및 조건부 검색
- 필터링된 바이어의 세부 프로필 확인 가능
- 미팅을 희망하는 바이어에게 미팅요청 (‘Request Meeting’ 버튼 클릭)
- 상대 바이어가 미팅을 수락하면 ‘My Event’에 성사된 미팅 자동 업로드
- 바이어와의 1:1 미팅은 화상상담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진행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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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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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4. Contact Details : 바이어가 참가사 정보를 확인하고 미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참가사 기본 프로필을 등록

- 참가사의 회사 정보(주소, 연락처 등) 및 담당자 정보(이름, 직함, 연락처
등) 등을 등록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8

5. Profile : 4.Contact Details에 기재했던 참가사 기본 정보 외 세부
정보 등록

- 담당자 사진, 관심 산업군, 희망 바이어 직업군, 회사 및 제품 세부설명, 바이
어 매칭을 희망하는 사유 등록

■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get invo lved,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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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사 전용 페이지(Exhibitor Portal) 세부 화면구성

6. Exhibitor Directory :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참
가사 리스트 및 정보 확인가능

- 온라인 전시회 참가사 정보(회사명, 홈페이지 주소, 관심 산업군 등) 확인가능
- 회사명 클릭 시 팝업창을 통해 해당 참가사의 세부정보 확인가능



영국 런던 푸드라이브 전시회 한국대표부

트레이드엑스포

- Tel : 02-2297-7232

- Email : info@tradexpo.co.kr

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