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s Only B2B Import Goods Sourcing Fair

17th Import Goods Fair 2019 
Another Leap Forward as a Global Exhibition with the Record Best Performance!

2019 제17회 수입상품전시회
국내 유일의 수입상품 B2B 소싱 전문 박람회

역대 최대 성과로 글로벌 전시회로 한 단계 도약!



국내에서 유일한 해외상품 B2B 소싱 박람회인 ‘2019 수입

상품전시회(IGF 2019)’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성황

리에 개최됐다.

6월 2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수

입상품전시회는 세계 80개국 200개 기업이 참가해 각국의 

대표상품을 비롯해 식품, 인기 생활용품, 아이디어 상품, 

특산품 등을 전시했다.

전시 기간 동안 15,000여명의 참관객이 전시장을 찾았으

며, 특히 대형 할인점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사 1만여 

명의 바이어들이 방문해 전시 제품을 둘러보고, 참가사들

과 소싱을 위한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일반 참관객들도 80여 개국의 다양한 소비재 상품들을 보

기 위해 많은 방문이 이어졌으며, 해외여행에서 볼 수 있었

The Import Goods Fair 2019 (IGF 2019), the only B2B 
overseas goods sourcing fair in Korea, was successfully 
held with the record best performance.
IGF 2019, hosted at Hall B, Coex in Samseong-dong, 
Seoul, for three days from June 27, was attended by two 
hundred companies from eighty countries that exhibited 
their representative goods in food, lifestyle, idea product, 
and specialty product categories.
During the event, more than 15,000 visitors came to 
the venue, including about 10,000 buyers from online 
and offline distributors such as large grocery markets. 
They viewed the exhibited products and made business 
meetings with the exhibitors to assess sourcing potential.
More than 5,0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visited the 
fair to view various consumer goods from eighty countries, 
which can typically only be accessed during overseas trips. 
Some goods that were officially imported were sold to the 

80개국 200개 기업 참가, 해외기업 참가율 94% 국내 최대

B2B 상담실적 700억 원 넘어 역대 최고 

참가기업 만족도 높아 내년 전시회 재참가 의사 90% 넘어

2020년 전시회 두 배 규모로 확대, 100개국 300개 기업 참가 예상

국내 최대 글로벌 소비재 B2B 소싱 박람회로 도약 기대

200 companies from 80 countries participated; at 94%, this is the best overseas company participation rate among 

Korean exhibition events.

This year’s event had the record best performance, with more than KRW70 billion in B2B consultation.

The participating companies were highly satisfied, with more than 90% willing to participate again next year.

The fair will double in size in 2020, with 300 companies from 100 countries expected to participate.

The event is expected to grow into Korea’s largest global B2B consumer goods sourcing fair.





던 특산품들을 한자리에서 보고 일부 정식 수입이 된 상품

들은 현장에서 구매도 가능해 즐거움이 배가 되는 시간이

었다.

전시회 참가사의 유통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1:1 B2B 소싱 

상담회’는 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344회의 상

담과 700억 원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B2B 상담회에는 대형 유통사인 롯데마트 글로벌소싱팀 바

이어를 비롯해 다이소, 쿠팡,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AJ에

프앤비 등 대형 유통사 바이어들과 온오프라인 전문 유통

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외 좋은 상품을 소싱하기 위

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전시회 참가사의 B2B 상담회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

public, doubling the enjoyment for the visitors.

One-to-One B2B sourcing meeting sessions were also held 

during the fair to support the participating companies to 

develop distribution channels. A total of three hundred  

and forty-four business meeting sessions took place to 

discuss potential contracts amounting to 70 billion Korean 

won, which was a record for the event.

B2B meeting sessions were actively attended by buyers 

from large retailers such as the Lotte Mart Global Sourcing 

Team, as well as buyers from other retail companies such 

as 7-Eleven, Ministop, and AJ F&B, who engaged in a 

goodwill competition to source good overseas products.

The participating companies were highly satisfied with 

the B2B consultation sessions, proven by the results of a 

survey, in which more than ninety percent answered that 

they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next year’s IGF as well.



으며, 이를 증명하듯 전시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내년 수입상품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응답     

했다.

매년 부대행사로 진행하던 세미나는 금년 전시회에서는 

메인 행사로 탈바꿈하여 무대장치를 고급스럽게 바꾸고, 

좌석 규모도 200석으로 확대하여 많은 참관객들이 양질의 

세미나를 들을 수 있도록 새롭게 준비했다. 

3일간 각각의 주제를 정하여 첫날에는 ‘유통 판매 노하우 

및 수입시 꼭 알아야 할 정보’, 둘째 날에는 ‘글로벌 이커머

스 포럼’, 마지막 날에는 ‘소량 다품종 수입업 창업을 위한 

세미나’로 진행됐으며, 강사로는 실제 현업으로 활동하고 

The seminar, which had been an auxiliary event in past 
years’ event, became a main event this year. With a more 
luxurious stage and two hundred seats, the event was 
planned to provide high-quality lectures for a larger 
audience. 
The three-day seminar had three different topics for 
each day: “Retail Know-hows and Must-Know Import 
Information” on Day 1, “Global e-Commerce Forum” on 
Day 2, and “Small Quantity Batch Import Startup Seminar” 
on the last day. Currently active buyers and other officials 
gave the lectures to provide highly satisfactory and 
relevant information to the audience.
IGF is a great opportunity to not only source overseas 
goods that have not yet been introduced to Korea, but 
also to expand distribution channels for already imported 
goods.



있는 바이어와 관계자들이 직접 강연해 현장감 있는 내용

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수입상품전시회는 아직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상품

을 소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수입된 상품

의 유통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리 잡아 가

고 있다. 금년 수입상품전시회는 해외 참가기업의 비중이 

94%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내년에도 많은 해외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수입상품전시회를 찾을 것으

로 예상된다.

국내 수입사들도 유통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많은 바이

어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만큼 많은 참가가    

예상된다.  

Ninety-four percent of this year’s IGF participants were 
foreign companies. Many more overseas companies’ 
participation is expected to come to IGF next year as well 
to explore their market in Korea.
IGF is also a good opportunity for Korean importers to 
expand their retail channels by meeting many buyers, 
which is expected to grow the event even further.

Date: June 25 (Thu.) – 27 (Sat.), 2020
Location: Coex C Halls 3, 4 (5,184sqm)
Participation Capacity: 300 Booths from 100 Countries

참가문의  수입상품전시회  박철홍 팀장  02-790-6946  igf@koima.or.kr

2020 제18회 수입상품전시회
18th Import Goods Fair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