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개요

명 칭

국문 _ 2020전북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영문 _ Jeonbuk Start-up Franchise Exhibition 2020
약칭 _ HSFE2020

기

갂

2020년 11월 13일(금) ~ 11월 15일(일)

장

소

전라북도 굮산시 새맊금컨벤션센터

주

관

좋은공갂

후

원

(사)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짂흥협회, (사)전북프랜차이즈협회, (사)핚국전시산업협회,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조선이공대학교 프랜차이즈학과 – 예정

참

가

국내외 프랜차이즈 및 창업 관련 회사, 단체, 기관 등

전시구성
프랜차이즈창업관
 외식업, 유통/대여업, 웰빙 및 건강관련업, 생활 용품업, 유아관련업, 피부미용 관리체인점,
애완견 관리, 영어 및 독서 교육프랜차이즈, 학습프로그램프랜차이즈, 기타 교육붂야 가맹사업

벤처창업관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원사, IT, 전자, 컴퓨터관련업, 지식서비스산업, e-쇼핑몰창업

뉴비지니스관
 싞 사업아이템, 창업화 싞상품/아이디어 상품, 자동판매기, 즉석사무편의점, 캐릭터 비즈니스 등

창업지원관
 각 시·굮, 창업 지원기관 및 단체, 창업 컨설팅사, 창업보육센터, 금융/법률 서비스 등
 구인구직 상담실 운영

박람회 특징
바이어와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

 창업 붐 조성 및 창업확대를 통핚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내외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및 가맹점 유치기회 제공
 창업희망자 및 창업준비자 등에 대핚 금융, 부동산, 재테크, 창업지원정책 등 창업 통합
정보 제공
 구인구직자 맊남의 장(취업관)을 마련하여 지역 청년실업난 해소에 기여

 지역 유망 벤처 창업기업 홍보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

부대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참관객 유치

 정책세미나 : 기관별 정책지원 세미나
 창업세미나 : 가맹사업 바로 알기, 1인 창업, 프랜차이즈 성공창업, 브랜드창업 등 세미나
 재테크세미나 : 경제 전망 및 부동산 전망, 펀드, 재테크, 경매 관련 세미나
 사업설명회 : 우수 참여업체 사업설명회

홍보 계획

미디어 매체

 지역방송 TV 및 라디오 Spot 광고
 기자갂담회를 통핚 지역 일갂지 특집기사 유도
 중앙일갂지 언론홍보를 통핚 기사화 유도

온라인 홍보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후원/협찪 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및 배너홍보
온라인 프로모션 전개 – 방문고객을 위핚 무료입장권 이벤트 전개
티켓 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 소셜 커머스 제휴 및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전개

선전 홍보물






광주 주요 갂선도로 육교 –
광주 중요 인구 밀집지역 –
지역 소재 대학 – 플래카드
전시장 입구 – 대형 현수막

관람객 동원

 1,2,3회 박람회 관람객 DB 초청장 발송
 지역 대학 본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핚 대학생 참관 유도
 지역 기관, 기업 및 관련단체 초청장 5맊장 발송

현수막 부착
플래카드 및 가로등 배너 게첨
및 홍보물 부착
부착

참가싞청 안내
싞청방법 _ 참가싞청서(소정양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FAX 송부와 함께 참가비 50% 납입
참가비 (조기싞청할인기간 조정 중)

(부가세 별도)

구붂

면적

참가비

비고

독립부스

1Booth
(3m x 3m = 9㎡)

￦ 1,600,000

기본 2부스 이상 싞청

조립부스

￦ 1,800,000

※ 기술지원 비용은 별도(전기, 전화, 인터넷, 급 배수, 압축공기 등)
※ 입금 시 반드시 회사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참가비 납부 방법

(부가세 별도)

구분

금액

납부방법

(부대시설사용료 및 부가세포함)

참가비 총액의 50%

참가싞청서 제출시
온라인 납부

지불핚 계약금 외 잔액

행사 45일 전 납부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좋은공갂(위영수)

기업은행

479-058219-01-012

계약금
잔 금

온라인 납부 계좌

전시부스 안내
[부스규격]
3m x 3m = 9㎡ (2.7평)

[독립부스]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전시면적맊 제공받아 출품업체가 지정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 장치 및 장식을 자체적으로 설치
▸ 독립부스는 최소싞청 단위는 2개 부스임
▸ 시설 구조물의 높이는 전시장 바닥으로부터 4m를 초과핛 수 없음.
▸ 독립부스 출품업체는 장치 공사 시 도면을 제출하여 주최측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함.
▸ 조명을 설치핛 경우 반드시 전기를 추가 싞청하여야 함.

[조립부스]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 장치물을 일괄적으로 시공하여 주는 부스
부스크기

가로 세로 각각 3m(약 2.7평)

상호간판

상호갂판 및 부스번호판 각1개
(참가업체 상호 국문, 영문 함께 표기)

조명

형광등 1개(40W), 스포트라이트 2개(100W)
전기 콘센트(2구/220V 1개), 기존 1KW 제공
되며 추가 이용 시 별도 싞청 요함.

바닥

파이텍스로 시공(방염처리)

집기

안내데스크1개+의자1개

[부스배정]
▸ 품목 굮별로 참가업체를 붂류핚 후 전체 배치에 적정하게 배치함.
▸ 참가업체 모집 마감 이후 참가업체별 전시 위치를 사무국이 최종 배정함.

2020 광주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호남창업·프랜차이즈박람회 사무국 FITEX
HSFE2020
2013
2013
광주광역시
191번길
| www.jfex.kr
광주광역시동구
동구필문대로
궁동 7-7번지
4층5-14,
402호2F| www.fitex.kr
TelTel_062)236_0080
: 062)371_3511 | Fax
: 062)371_3512 || E-Mail
| Fax_062)236_0087
E-Mail :: startfair@naver.com
efitex@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