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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 식품전시회 현황 및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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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식품 및 케이터링 박람회(IFE 2009)가 2009년 3월 15~18일 런던 Dockland, ExCel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IFE는 영국 FRESH RM에서 주관하여 격년 개최되는데 83개국(1,200개 업

체)가 참가하고, 참가인원 및 방문객이 전체 100,000명 규모의 박람회이다. 올해 주요 참가국은 이

탈리아, 독일, 스페인, 벨기에, 일본, 중국 등인데 한국에서는 주류회사 1곳이 참가하였다. 이에 식이

조절 관련 식품현황 및 시장동향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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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목

유럽과 세계 각국의 원료가공형, 기술부가

형, 유통, 기능부여 식품 등 다양한 식품이

전시되었으며, 전체전시품목을 1) 일반전시

품목 2) 건강, 식욕 조절, 친환경 제품 3)

어린이용 제품 4) 국가별 전용관으로 분류

하였다.

1. 전체전시품목 Categories(괄호는 품목수)

일반식품으로서 제과, 제빵, 주류, 스넥, 유가

공품, 유통, 냉장, 양념소스, 편의식, 건조제품,

인종문화식품, 수산식품, 첨가물, 육류, 음료, 포

장재, 주류 등이 전시, 출품되었으며 우리나라

업계로는 주류업체 1곳이 출품하였다. 건강관련

제품으로는 별도의 section이 마련되어 건강식

품, 친환경유기식품, 어린이용 식품 등이 특징

적으로 전시되었다.

1.1. 일반식품 

(가) Bakery/Patisserie 

Bagels(5), Baking Products(21), Bread Loaves

(8), Bread Mix(3), Cake Mix(4), Cakes (26),

Morning Goods(12), Pancakes/Crepes(7),

Part Baked Products(6), Petit Fours(2),

Savoury Baked Products(9), Speciality Bread

(20), Sweet Baked Products(18)

 

(나) Beers/Ciders/RTD Products

Beer(12), Cider(3), Lager(1), Ready To Drink

Products(14)

(다) Biscuits 

Savoury Biscuits(7), Speciality Biscuits(18),

Sweet Biscuits(9) 

 

(라) Business Services 

Publications/Magazines(4), Recruitment(6),

Research(11), Technical Services(1), Trade

Association(9), Transport and Logistics(6)

(마) Cheese/Dairy 

Aged Cheese(6), Butter(14), Cheese Spread(3),

Cream(6), Dairy Substitutes(1), Eggs(8), Feta(5),

Flavoured Cheese(10), Goat's Cheese(13), Hard

Cheese(27), Milk(11), Mozzarella(7), Organic

Cheese(2), Processed Cheese(4), Reduced Fat

Cheese(2), Sheep's Cheese(3), Smoked Cheese(6),

Soft Cheese(10), Speciality Cheese(24), Vegetarian

Cheese(2), Yoghurt(13)

(바) Chilled Foods 

Chilled Convenience(13), Chilled Desserts(4),

Chilled Savoury(15), Chilled Soup(8)

 

(사) Condiments / Sauces 

Chutney(22), Condiments(29), Cooking Sauces

(19), Curry Paste/Sauce(10), Dessert Sauce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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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s(14), Dressings(20), Fruit Jam(17), Gravy/

Stock(6), Honey(17), Marinades(4), Marmalade

(1), Mayonnaise(16), Mustard(12), Oils(78), Olives/

pickles(35), Preserves(22), Relishes(4), Vinegars(13)

 

(아) Confectionery 

Chocolate(29), Confectionery(22), Dessert(12),

Free-from' confectionery/chocolate(5), Low fat

confectionery/chocolate(2), Speciality confectionery

(31)

 

(자) Convenience Foods 

Convenience Foods(29), Portion Packs(5),

Ready Meals(33), Sandwiches(9), Snacking(25)

 

(차) Dry/Canned/Bottled Goods

Breadcrumbs(2), Canned Fish(11), Canned

Fruit / Vegetables(16), Canned soup(7), Cereals

(19), Cous Cous(2), Dried/Dehydrated Foods

(30), Nuts/Nut Products(30), Pasta/Noodles(34),

Pulses(11), Rice(19), Seeds(14)

(카) Ethnic Foods 

Chillies(5), Ethnic Pastes/dips(8), Ethnic

Ready Meals(11), Ethnic sauces/marinades(9),

Ethnic snacks(6), Halal Products(11), Kosher

Products(5), Spices/spice kits(15)

 

(타) Fish/Seafood

Caviar / Roe(3), Fresh Fish(8), Fresh seafood

(8), Frozen Fish(7), Frozen seafood(11),

Processed Fish(10), Smoked fish(1)

 

(파) Fresh Produce 

Fresh Fruit(11), Fresh Vegetables(13),

Prepared fruit(4), Prepared salads(7), Prepared

vegetables(20), Frozen Foods/Ice Cream, Frozen

Bakery(14), Frozen Fish/Seafood(6), Frozen

Fruit/Vegetables(25), Frozen Meat(11), Frozen

Poultry(19), Frozen Ready Meals(18), Frozen

Snack Foods(8), Frozen Yoghurt(1), Frozen

desserts(20), Ice Cream(3)

 

(하) Ingredients 

Additives/Preservatives(9), Colourings(2), Dried

Fruit(Ingredients)(28), Fats(1), Flavourings (6),

Flour(11), Fruit Puree(14), Garlic / Garlic Products

(13), Glazes(7), Herbs /Spices / Seasonings(32),

Pastry(3), Pizza Toppings(11), Salt/Salt Substitutes

(11), Sugar/Sweeteners(11), Syrups(6), Tomato

Paste/Puree(8)

 

(※) Meat & Poultry 

Bacon(4), Beef(19), Burgers(3), Charcuterie

(16), Chicken(40), Cooked Meat(10), Duck

(11), Game(9), Ham(8), Lamb(13), Pates(5),

Pork(29), Prepared Meat(19), Speciality/Exotic

Meat(7), Turkey(6), Vea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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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lcoholic Beverages

Carbonated Drinks(23), Coffee(14), Cordials/

Squash(5), Fruit Juice(66), Hot Chocolate(3),

Milk Shakes/Milk Drinks(6), Mineral/Spring

Water(41), Smoothies(17), Speciality Coffee(9),

Speciality Tea(32), Tea(59)

 

(※) Packaging & Design

Design(9), Packaging Equipment(6), Packaging

Materials(13), Processing Equipment(11), Proce-

ssing Machinery(1), Snacks, Cereal / Fruit Bars

(15), Crisps(6), Dried Fruit(Snack)(15)

 

(※) Wine/Spirits 

Low Alcohol Wine(1), Red Wine(7), Spirits

(30), White Wine(4)

1.2. 건강 및 식욕조절 식품

건강을 주제로 한 식품관에는 분말, 환, 정

제 등의 기존건강식품 제형보다는 기호, 맛,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반식품의 형태에서 건강

기능을 부가하였다. Glucan 다량함유 통밀, 건

강소재 및 비타민, 무기질 강화식품, 에너지

소재 강화 드링크 등이 신제품으로 소개되었

다. 식욕억제 제품으로는 곡류의 hull 이용제

품, 지방연소소재 이용제품, 가수분해 식이섬

유 이용제품, 저지방 가공품, 과채류 제품 및

두류제품 등이 소개되었다. 곡류의 hull 및 식

이섬유 제품은 전채(appetite)에 이용 시 과식

억제에 도움이 된다. 곡류 표피의 다당류를 이

용하여 순간 수분흡수력을 높이고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조절하고 대장자극에 도움을 주

어 식욕억제 및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Bounce snack, Cashew pecan ball, Dietary

Foods, Morn flake cereal, Stiletto

Foods(UK) Limited 사의 시리얼바, 스낵, 제

빵, 제과 제품 등). 저지방 가공품은 저지방치

즈, 우유, 발효유제품 등 유제품과 식물성 오

일 제품에서 종류가 다양하였다(Tarall'Oro snc

dei Fratelli Di Bari & C, Safco, Atkins,

Pedon, Bell food service, Kaptein BV 사

등). 지방연소를 주장하는 경우는 Roserich

powder, 발효 Tea, 에너지 드링크, 지방대체

제품 등이 있으나 과학적인 데이터는 미약하

였다(Fuerza Vital UK Ltd, Apro, RF, BTM

international, Boost 사 등). 

건강제품의 전시관 경관(사진 1) 및 제품종

류, 유기제품, 어린이 제품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건강을 주제로 한 Health Wellbeing 식품

은 별도의 Section이 준비되었으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Health & Wellbeing 

Dairy Substitutes(4), Dietary Foods(17),

Energy Drinks(9), Free-From Foods(28),

Functional Drinks(34), Functional Foods(9),

Low Fat Foods(19), Soya Products(8),

Vegetarian Food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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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과 관련하여 친환경 유기식품이 전

시되었으며 참관자의 관심도가 높았다. 유기

인증식품, 유기농음료, 유기가공 스넥, 유기농

견과류 등이 소개되었으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 Organic Food and Drink 

Organic Foods(58), Organic Hot Beverages

(8), Organic Soft Drinks(22), Healthy Snacks

(13), Nuts(19), Savoury Snacks(22), Sweet

Snacks(17)

1.3. Children's Foods

특징적으로 어린이를 주제로 한 식품이 개발

되었으며 자극을 줄이거나, 영양강화 또는 다이

                                                    사진 1. 건강식품 Section

                                                   사진 2. 건강식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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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 조절, 물성조절 등을 보완한 제품이 소개

되었다. 품목과 품목수는 Baby Food(1),

Children's Drinks(12), Children's Food(5),

Children's Health Food(1)로 구성되어 있었다.

1.4. 국가별 전시관 

유럽에서 개최된 관계로 유럽국가의 전시관

비율이 높았으며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국 외에 슬로베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및 이스라엘 등 중동국

가의 전시관도 별도로 전시되었다. 아시아에서

는 일본,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등이 적극성을

보였다. 각 국가 전시관의 특징은 자국의 특징

적 농산물을 주제로 한 가공식품과 시대흐름에

부합하여 건강, 친환경, 편이, 고품질 등의 기

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두 가지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사진 3. 에너지 드링크 신제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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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유기식품 전시

                                                    사진 5. 어린이 식품 전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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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외식과 관련하여 바비큐를 주제로 편이형 연

료-테이블 Set가 시연(사진 10)과 함께 소개되

었다. 식재, 육류, 샐러드, 과일을 다양하게 이

용하였으며 지질소재의 타거나 눌어붙음 방지

스프레이가 선보였다. 외식의 편이성을 높인 가

정용, 사업용 Package로서 해당 연구자 요청으

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였다. 

결론 및 제언

유럽의 식품현황은 원료생산형과 기술부가형

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연과 생산

여건이 풍부한 농촌국가군의 경우 원료생산 및

1차 가공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기술발달 국가

군의 경우는 가공제품과 기능을 부가한 제품을

전시하였다. 소규모 국가의 경우 포장, 유통에

주력하였으며 지리적 여건에 따라 국가 간 교

                                                     사진 6. 어린이용 유기식품

                                                    사진 7. 스위스 전시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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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확대되고 있었다. 각 국가별로 출품한 식

품의 제형은 일반 식품의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품목마다 건강기능을 부여한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었다. 건강기능으로 다이어트 및 에너지,

친환경, 어린이용 제품이 특징적이었으며 각 목

적에 부합하도록 소재 및 가공기술을 적용하였

다. 국가별 전시의 경우 각 국가의 주 생산품

목과 제품기술을 최대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

라도 전문 전시관의 참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하였다. 식욕억제와 관련하여 다이어트 및

에너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창출될 것으

로 고려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준비하고 식물

및 식품유래 소재를 발굴할 경우 경쟁력이 높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진 8. 스페인 전시관의 예 사진 9. 일본 전시관의 예

사진 10. 바비큐 편이형 연료-테이블 Set 시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