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S 하반기 프랜차이즈서울 2019
개최 결과 보고서
1. 전시회 개요
□ 전시명 : IFS 하반기 프랜차이즈서울 2019 (제 47회 I F S 프랜차이즈서울)
□ 장소 : 코엑스 1층 A홀
□ 기간 : 2019년 10월 3일(목) ~ 5일(토), 3일간
□ 주최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주관 : 코엑스, 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코트라

□ 규모 : 255개사 314브랜드 497부스 / 참관객 20,625명
□ 전시회 구성
구분

세부내 역

기업전시관

외식/도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 창업지원솔루션, 설비 외

비즈매칭라운지

온라인 사전 비즈매칭 및 현장 비즈매칭 지원, 운영

전문가
컨설팅센터

가맹거래사를 통한 창업관련 법률 상담 /
시중은행 금융전문가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상담

센트럴 스테이지

브랜드 가맹사업설명회 및
예비창업자 및 은퇴자 관련 오픈세미나 개최

VIP 라운지

주최자가 사전 선별 및 참가업체가 현장에서 선별한
VIP들의 휴게 및 상담 공간

참가업체 라운지

참가업체 담당자 전용 공간 / 차기 전시회 참가 신청 접수처

글로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플라자

KOTRA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장

□ 주요 참관객: 퇴직/은퇴자. 건물주, 청년창업희망자, 자영업자(점포운영자 등)
□ 입장료: 7,000원

□ 부스배치도면

□ 전시품목

외식

카페/베이커리, 패스트푸드, 주점, 외식, 치킨, 피자, 도시락, 분식, 샐러드,
브런치카페, 디저트 등

도소매

서비스

생활잡화,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일반식품 및 반찬, 레저용품 등
스터디카페, 만화카페, 세탁전문점, PC방, 교육, 차량관리, 휴대폰, 이미용
샵, VR, 엔터테인먼트 등

점포설비

식품제조기계, 집진기, 냉동고, 인테리어/디자인, 결제시스템, 카드단말기,
업소용 가구, POS, 진동벨, 보안설비 등

창업지원

창업컨설팅, 전문지, 해외창업전시회, 금융서비스 외

2. 전시회 부대행사
□ 센트럴스테이지 세미나
- 장소: 센트럴스테이지 (A홀/ 50명수용규모)
- 프로그램 내용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분야의 유용한 지식 및 진출 노하우 발표
◾참관객과 바이어대상으로 브랜드홍보를 희망하는 참가사들의 브랜드 쇼케이스진행
- 일자별 프로그램
날짜

시간

소속

주제

연사

11:00~13:00

예비창업자를 위한 박람회 활용법

박승룡 가맹거래사

대만 프랜차이즈 한국 런칭 설명회

BRAND
REPRESENTATIVES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1: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대한가맹거래사협회
Young Qin International / Reng
Feng International Food /
Lbillion / JK Foods /Justen Tea
/Red Sun Food Limited
Company
야놀자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워시엔조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우리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웨더아이엠씨

호텔 모텔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리보는 2020 창업트렌드
“무인창업의 대세” 워시엔조이 셀프빨래방 사업설명회
치킨과 한식업종의 나트륨 저감화 메뉴 개발 전략
자영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차이점과 성공전략
예비창업자를 위한 세무전략
프랜차이즈 정부지원 정책 소개
프랜차이즈 매출 증대 및 피해절감을 위한 날씨 활용 경영

김종윤 대표
이홍구 소장
서경노 대표
장재남 원장
장재남 원장
신승찬 회계사
임송희 과장
김종국 이사

16:00~17:0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3:00~14:00
10월 3일(목)

10월 4일(금)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보호지원사업

11:00~12:00
12:00~13:00
10월 5일(토) 13:00~14:00
14:00~15:00
15:00~16:00

곽여은가맹거래사무소
글로벌 프렌드
토스트럭
워시엔조이
야놀자

한지희 변리사

국내외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영업비밀 보호지원사업
김현지 책임
해외진출 우리 프랜차이즈기업 지재권보호 지원
이은선 선임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곽여은 가맹거래사
사이공본가 사업설명회
조사현 본부장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실전전략(가칭)
배 은 대표
“무인창업의 대세” 워시엔조이 셀프빨래방 사업설명회
서경노 대표
호텔 모텔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임대선 본부장

□ 비즈매칭 프로그램
- 비즈매칭장소: 예비창업자가 참가업체 부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워크인방식
- 운영방법
① 비즈매칭은 전시장내에서 참관객 참가업체간 자유롭게 진행되는 가맹상담
◾참관객이 자유롭게 참가사 부스 방문하여 가맹상담 및 창업상담진행
◾참관객이 원할시 비즈매칭센터에서 관심분야의 업체리스트 및 정보 안내
② 사무국에서 초청바이어와 참가업체간 매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된 비즈매칭
◾온라인비즈매칭 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매칭 및 일정조율하여 바이어 및 참가
사에 스케쥴표제공 (각 바이어는 통역과 함께 지정된 일정에 맞추어 업체방문)
◾바이어 희망시, 현장에서 추가 관심 업체 소개 및 매칭 주선

□ 참관객 및 바이어 서비스프로그램
□ 전문가 상담존: 창업 및 금융부문
- 전시장내 전문가 상담존을 마련하여 분야별 컨설턴트 및 창업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보
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담당자가 직접 상주하며 창업전반에 대한 원스탑 컨설팅제공
- 현장운영: 창업부문(대한가맹거래사협회), 금융부문(우리은행 창업자금운용부서)

□ 비즈매칭 센터 운영
- 운영내용: 전시장내 비즈매칭전담 센터 및 포스트 운영: 비즈매칭담당자와 각 언어별
통역사가 상주하며 원활한 비즈매칭을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 주요서비스내용
◾ 사무국 초청 바이어에게 사전 매칭된 상담일정 전달 및 통역서비스 제공
◾ 현장에 방문한 참관객/바이어와 해외참가업체와의 현장 미팅 주선 및 통역제공
※ 매칭센터에서는 기존 일정 확인 및 현장추가된 미팅일정을 바이어에게 공지하고
실제미팅은 워크인 방식으로 각 참가사 부스에서진행
◾ 국내업체와의 미팅을 희망하는 국내바이어 및 참관객 대상 분야별 업체추천 및 업
체정보 안내서비스 시행

□ VIP/바이어 라운지 운영
- VIP 및 바이어 전용 라운지 조성 및 운영
- 운영대상: 해외바이어 및 해외참가업체, 국내 VIP바이어(유통센터 전문MD 외)
- 바이어키트(전시기념품, 비즈매칭을 위한 참가사 안내책자) 및 케이터링 제공

3. 참가업체/참관객 사후 설문조사 결과
□

참관객

o

3일 간 총 20,625명 방문

-예비창업자 관심산업
외식

비외식

외식 64.7%

도소매 9.7%

서비스 20.2%

설비/컨설팅5.4%

-예비창업자 만족도
매우만족

31.2%

만족

48.5%

보통

19.0%

불만족

0.9%

매우불만족

0.4%

-창업 예상시기
6월 이내

24.4%

1년 이내

38.3%

2년 이내

17.1%

기간 상관없음

□

20.2%

참가업체

o 255개사 314브랜드 497부스 참가
-참가사 산업분류
외식
비외식

51.2%

서비스 21.6%

도소매 9.4%

유통설비 9.1%

컨설팅 8.7%

-참가사 만족도
매우만족

32.6%

만족

49.3%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3.3%
4.1%
0.7%

4. 행사장 주요 사진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사무국
전화 02-561-6172 이메일 info@ifskorea.co.kr 홈페이지 www.ifs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