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EAUTY EXPO KOREA 2021
2021.10.7(목) ~ 9(토), 3일간

KINTEX(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고양, 한국

주최 /주관

규 모

참 가 업 체

참 관 객

전 시 품 목

부 대 행 사

30,000m2

130개사 750부스

50,000명

화장품, 에스테틱, 헤어, 바디케어, 네일, 미용도구, 원료, 패킹, 의료서비스 등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국내외 유통업체 MD 초청 유통상담회
•Marketer’s Pick (우수제품 어워즈)         •뷰티트렌드 콘서트 (유료세미나)
•TALK TALK (무료세미나)

B2B(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 X B2C (소비자 대상 홍보 및 판매) 

초청 VIP바이어

250개사 포함 해외 바이어 
방문의 지속적인 상승세

해외 바이어

673명

1,010명

2014 2015 2016 2017 2018

1,459명

2,242명

2,400명

전세계 40개국 바이어와 1:1로 만나세요
- 연매출 1억불 이상 바이어 30% 이상
-  수출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 유력 유통사
   (GLOBAL SUPPLY CHAIN) 초청

해외바이어 대륙별 방문 비중

유럽

아시아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중남미

7.3%

5.6%

3.8%

3.4%

주요 국내외 바이어

Color Your Days

CI(영문)

CI(한글)

BI

대한민국 No. 1 뷰티박람회

러시아 스페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호주 베트남 폴란드일본

방문국가 TOP 10

참가업체 혜택

조립부스(기본) 2,900,000원 (VAT 별도)
1부스 (3m x 3m)

•간판, 기본조명, 파이넥스, 전기1kw
•부스당 인포데스크 / 의자 각1개
•이외 추가 추가 부대시설은 개별 부담

독립부스 2,600,000원 (VAT 별도)
1부스 (3m x 3m)

•면적만 제공(최소 신청 단위:2부스)

•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업체가 장치
    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KINTEX 지정 협력업체 시공 필수) 

※ 부스시안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m      →

↑

3m

↓

참가비 지원

구분 할인유형 할인조건 할인금액(부스당) 비고

기본
할인

조기

신청

1차 2021.2.28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시 30만원

중복

할인

가능

2차 2021.5.31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시 20만원

재참가 할인 직전년도 참가이력 보유 20만원

대형규모 할인 6부스 이상 참가시 10만원

※ 부스당 최대 50만원 내 중복할인 적용가능

※ 기타 특별할인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2021.8.6 (금)
참가신청 마감

2021.9.10 (금)
수출상담회 및 부대시설 신청마감

10.7 (목) ~ 9 (토)
전시회 개최

참가신청 및 일정안내

K-BEAUTY EXPO 2021 사무국
T  부스참가문의: 031.995.8047, 8043, 8224   |   수출상담회 문의: 031.995.8045, 8134   |   부대행사 문의: 031.995.8134, 8045  
E  kbeautyexpo@kintex.com     W  www.kbeautyexpo.com     F  031.995.8049



전체 개최일정2021

2021 K-BEAUTY EXPO 

인도네시아(자카르타)

8.5(목) ~ 7(토), JIEXPO, JARKARTA

대만(타이베이)

8.13(금) ~ 16(월), TWTC, TAIPEI

베트남(호치민)

8.26(목) ~ 28(토), SECC, HO CHI MINH

러시아(모스크바)

9.16(목) ~ 18(토), VDNKH, MOSCOW

대한민국

10.7(목) ~ 9(토), KINTEX, KOREA

태국(방콕)

12.16(목) ~ 18(토), BITEC, BANGK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