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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6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 결과

(5)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구 분 불만족 만족 및 보통

전반적 만족도 21.67% 78.33%

재참가 희망 20.40% 79.60%

동종업종의 타업체 추천의향 16.08% 83.92%

지난 전시회 대비 금년행사 수준 25.23% 74.77%

기대수준 

대비 만족도

전시회 안내(안내물,표지,안내요원 등) 10.00% 90.00%

전시회의 장치 및 시설 수준 17.00% 83.00%

전시회의 대외적인 홍보 (모객활동) 15.66% 84.34%

최종결과

(1) 참가업체 유치 : 452개 업체 / 653부스 (전년대비 13.8% 증가)

(2) 해외바이어 : 200개사 (중국, 러시아, 동남아, 미주 등 34개국)
      - 1:1 BIZ Matching Program 적용, 수출상담회 개최 [10.13(목)∼14(금), 2일간]

(3) 참관객 수 (동시개최 행사인 ‘WBFF', '국제바디아트콘테스트’ 참가자 포함)
      - 총 47,777명 / 외국인 1,459명 

      (전년도 : 참관객 42,946명 / 외국인 1,010명) 

(4) 상담 및 계약실적 (약 4,215건 상담진행 (국내,해외 포함))
      - 참가업체 수출상담회 및 부스운영 결과 : 현장계약 33억원

전체 상담건수 중 계약체결 및 유력이 44%*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효과발생

(*상담계약 유효성에 대한 참가기업 설문(실제계약, 계약유력, 계약검토, 계약희박) 응답 결과,

 ‘실제계약 및 계약유력’ 비율 : 44.15%)

■  킨텍스 주관 모든 뷰티박람회(방콕. 베트남) 참가를 약속하는 고객 증가 

■  연합뉴스, 매경 시크뉴스 등 매년 방문해온 매체들의 호평 :

   전시회 구성 및 참가업체, 국내외 바이어 등 전시회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  수출 신규시장(러시아, CIS국가 등) 해외바이어 초청을 확대한 참가기업들의 만족도 대폭 상승  

   (상담회 참가 해외바이어 : 200개사 252명 참석)

■  국내 대형 유통망 MD(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홈앤쇼핑 등) 20명을 초청하여 구매상담 116건 진행 

   → 참가기업들의 호평 → 내년도 확대 예정 

구 분 실적금액

상담실적 400,313백만원

계약실적(현장) 3,3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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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만족 만족 및 보통

전반적 만족도 21.67% 78.33%

재참가 희망 20.40% 79.60%

동종업종의 타업체 추천의향 16.08% 83.92%

지난 전시회 대비 금년행사 수준 25.23% 74.77%

기대수준 

대비 만족도

전시회 안내(안내물,표지,안내요원 등) 10.00% 90.00%

전시회의 장치 및 시설 수준 17.00% 83.00%

전시회의 대외적인 홍보 (모객활동) 15.66% 84.34%

전체 상담건수 중 계약체결 및 유력이 44%*에 이를 정도로 실질적 효과발생

(*상담계약 유효성에 대한 참가기업 설문(실제계약, 계약유력, 계약검토, 계약희박) 응답 결과,

 ‘실제계약 및 계약유력’ 비율 : 44.15%)

Ⅱ. 행사 개요

명 칭

기 간

장 소

규 모

참 관 객

주 최

주 관

공 식 협 찬

전 시 품 목

동 시 개 최

■  

■

■  

■

■  

■

■  

■

■  

■  

제8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K-BEAUTY EXPO 2016)

2016년 10월 13일(목) ~ 10월 16일(일), 4일간

KINTEX 1~3홀 (32,157㎡)

452개사 653부스

47,777명 (해외: 34개국 1,459명)   ※해외 초청바이어 : 200개사

경기도   

KINTEX, KOTRA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헤어, 네일, 에스테틱, 바디케어, 의료서비스(성형, 피부 등), 패킹, 

이너뷰티 푸드, 향수, 피트니스 등

제5회 국제바디아트 콘테스트, 2016 WBFF (World Beauty Fitness Fashion) 피트니스쇼,                

2016 월드 요가 챔피언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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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및 동시개최행사

부대행사 및 현장이벤트

행사명 주 최 일 시 장소

Korea Aesthetic & Medical Beauty 
Conference 2016 KINTEX '16.10.13(목),14(금)

10:00~12:00 212호

 2016 K-BEAUTY EXPO 
화장품 유럽 인허가 세미나

와이즈컴퍼니(주), 
CE way Regulatory 

Consultant Ltd.

‘16.10.13(목),14(금)
11:00~12:00 210호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주간코스메틱신문
'16.10.13(목)
13:00~17:30 212+213호

Cosmetic Regulation in China, Hong Kong and
SE Asia and Legal Tips for Exporting to China, 

Hong Kong and SE Asia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Herbert Smith Freehills LLP

'16.10.14(금)
15:30~16:30 210호

네일미용업주 대상 법정 위생교육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16.10.14(금)
10:00~13:00 204호

피트니스 프로그램 교육 AFIC ‘16.10.15(토),16(일) 207~213호

제5회 국제바디아트콘테스트 K-뷰티전문가연합회
‘16.10.15(토),16(일)

10:00~17:00 3홀 대회장

World Yoga Championship AFIC '16.10.15(토)
14:00~17:30 1홀 무대

World Beauty Fitness Fashion WBFF KOREA '16.10.16(일)
10:00~19:00 1홀 무대

10/13(목) 10/14(금) 10/15(토) 10/16(일)

개막식
(10:30~12:00 2홀 앞)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10:00~17:00 각 부스)

얼리버드 시크릿백 이벤트
(10:00~10:15 등록데스크)

얼리버드 시크릿백 이벤트
(10:00~10:15 등록데스크)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10:00~17:00 각 부스)

국내MD 구매상담회
(10:00~17:00 

비즈니스라운지)

뷰티 쇼핑호스트 배틀오디션
(10:30~12:30 메인무대)

뷰티 쇼핑호스트 배틀오디션
(10:30~12:30 메인무대)

얼리버드 시크릿백 이벤트
(10:00~10:15 등록데스크)

얼리버드 시크릿백 이벤트
(10:00~10:15 등록데스크)

K-Beauty를 태그하자
(12:30~13:00 메인무대)

뷰티크리에이터(콩슈니) Live 
(13:30~14:30 메인무대)

K-Beauty를 태그하자
(12:30~13:00 메인무대)

쇼미더뷰티 메이크업 
콘테스트 (12:00~12:30 

메인무대)

뷰티토크콘서트Ⅰ
(13:30~14:30 메인무대)

뷰티토크콘서트Ⅱ
(15:00~16:00 메인무대)

뷰티 크리에이터(미대) Live
(13:30~14:30 메인무대)

K-Beauty를 태그하자
(12:30~13:00 메인무대)

K-Beauty를 태그하자
(15:00~15:30 메인무대)

혁신제품어워드 시상식
(15:00~15:30 메인무대)

뷰티크리에이터(하이예나)
Live 

(13:30~14:30 메인무대)

쇼미더뷰티 메이크업 
테스트

(15:30~16:00 메인무대)

쇼미더뷰티 메이크업 
콘테스트

(15:30~16:00 메인무대)

버치박스 구매설명회 및 미국
시장 진출팁

(15:00~16:00 메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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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규모1.

구분 2016년 2015년

전시규모 32,157㎡ 30,000㎡

참가업체
업체수 452개 397개사

부스수 653부스 581부스

참관객
국내 46,318명 41,936명

해외 1,459명 1,010명

1:1 상담회 참가초청 해외바이어

(자비 참관바이어 별도)
34개국 200개사 28개국 130개사

Ⅲ. 개최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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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객2.

구분 10/13(목) 10/14(금) 10/15(토) 10/16(일)

인원 10,211 9,656 14,677 13,233

비율 21.4% 20.2% 30.7% 27.7%

구  분 비 율

시장트렌드 정보 습득 38%

새로운 소싱협력사 및 제품 발굴 29%

OEM/ODM 협력사 발굴 10%

세미나 참석 6%

보유중인 협력사와의 미팅 5%

부대행사 참가 4%

신상품/기술정보수집 4%

구매조사 4%

합 계 100%

구  분 비 율

화장품 27%

네일케어 제품 및 기구 13%

에스테틱 및 스킨케어 서비스 10%

헤어케어 제품 및 서비스 9%

메디컬 뷰티 기기 및 기구 8%

코스메슈티컬 제품 7%

OEM/ODM 5%

스파 제품 및 서비스 4%

용기 4%

원료 4%

기계 3%

이너뷰티 푸드 3%

전문샵 가구 3%

피트니스 2%

합 계 100%

총 47,777명 (국외 1,459명)

일자별 참관객 현황

참관객 관람목적

참관객 관심분야

10/13(목) 10/14(금)  10/15(토) 10/16(일)

 참관객
관람목적

참관객
관심분야

시장트렌드 
       정보 습득

38%

새로운
소싱협력사 및 제품 발굴

29%

세미나 참석_ 6%

OEM/ODM 협력사 발굴
10%

보유중인 협력사와의 미팅_ 5%
부대행사 참가_ 4%

신상품/기술정보수집
4%

구매조사_ 4%

피트니스_ 2%

화장품
27%

네일케어
제품 및 기구

13%

에스테틱 및
스킨케어 서비스

10%
헤어케어 제품 및 서비스_ 9%

메디컬 뷰티 기기 및 기구
8%

코스메슈티컬 제품_ 7%

OEM/ODM_ 5%

스파 제품 및 서비스_ 4%

용기_ 4%

원료_ 4%

기계_ 3%

이너뷰티 푸드_ 3%

전문샵 가구_ 3%

 참관객
관람목적

참관객
관심분야

시장트렌드 
       정보 습득

38%

새로운
소싱협력사 및 제품 발굴

29%

세미나 참석_ 6%

OEM/ODM 협력사 발굴
10%

보유중인 협력사와의 미팅_ 5%
부대행사 참가_ 4%

신상품/기술정보수집
4%

구매조사_ 4%

피트니스_ 2%

화장품
27%

네일케어
제품 및 기구

13%

에스테틱 및
스킨케어 서비스

10%
헤어케어 제품 및 서비스_ 9%

메디컬 뷰티 기기 및 기구
8%

코스메슈티컬 제품_ 7%

OEM/ODM_ 5%

스파 제품 및 서비스_ 4%

용기_ 4%

원료_ 4%

기계_ 3%

이너뷰티 푸드_ 3%

전문샵 가구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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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행사

개막식1.

일 시

장 소

주 요 행 사

■  

■

■  

■

2016. 10. 13(목) 10:30~12:00

KINTEX 제1전시장 2홀 앞 로비

WBFF 피트니스공연, 테이프커팅, 전시장 관람

주요참석자(VIP)

구 분 기 관 명 참 석 자

1 시장트렌드 정보 습득 최원용

2 새로운 소싱협력사 및 제품 발굴 고오환 

3 OEM/ODM 협력사 발굴 홍석우

4 세미나 참석 곽미숙

5 보유중인 협력사와의 미팅 김두영

6 부대행사 참가 손성오

7 신상품/기술정보수집 이명규

구 분 기 관 명 참 석 자

8 경기화장품협의회 회장 김태희

9 네일경영인연합회 회장 권랑경

10 뷰티신문 수 대표 신연종

11 K-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 황종열

12 AFIC · WBFF KOREA 회장 전은영

13
태국 전국경제인연합회

뷰티분과위원장
Ketmanee  
Lerkicha

14 Informa 이사
Claudia  

Bon�gli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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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상담회

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그리스 VYTE 일반

대만 PRESIDENT  PHARMACEUTICAL CORPORATION 글로벌

덴마크 House  Of Cosmetics 일반

독일 Parfümerie  Douglas GmbH 일반

독일 Bellegria  GmbH 일반

독일 Royal  Wellness 일반

러시아 IP  BIZUKOVA 유력

러시아 SIYANIYE 유력

러시아 Gold-Veles 유력

러시아 SEKRETYKLEOPATRY 유력

러시아 KOSMETIKAMERTVOGOMORYA 유력

러시아 ITATSU 유력

러시아 LA-VITA 유력

러시아 Daruma 유력

러시아 LTD  “Golden Tree” 글로벌

러시아 Amarylis  Ltd 유력

러시아 «MISTRAL»LLC 유력

러시아 Asiakiss 유력

러시아 Brand  Club Ltd. 일반

러시아 Hibiscus  Group 일반

러시아 KoreaBeaty 일반

러시아 ATAMI 일반

러시아 IP  Tokarev N 일반

러시아 JSC  “Beauty Forma” 일반

러시아 V-LAZER  GROUP OF COMPANIES 글로벌

러시아 SUNWAY  COMPANY 유력

러시아 IFC  CO., LTD. 일반

러시아 PACIFIC  KOREAN GROUP CO., LTD. 일반

2.

일 시

장 소

상담회 참가 해외 바이어 (200개사 참가, KOTRA 협조)

■  

■

■  

2016. 10. 13(목)~14(금) 10:00~17:00

KINTEX 전시장 내 개별부스

- 글로벌 바이어 : 연매출 1억불 이상 기업

- 유력 바이어 : 연매출 1천만불 이상 기업

Ⅳ.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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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그리스 VYTE 일반

대만 PRESIDENT  PHARMACEUTICAL CORPORATION 글로벌

덴마크 House  Of Cosmetics 일반

독일 Parfümerie  Douglas GmbH 일반

독일 Bellegria  GmbH 일반

독일 Royal  Wellness 일반

러시아 IP  BIZUKOVA 유력

러시아 SIYANIYE 유력

러시아 Gold-Veles 유력

러시아 SEKRETYKLEOPATRY 유력

러시아 KOSMETIKAMERTVOGOMORYA 유력

러시아 ITATSU 유력

러시아 LA-VITA 유력

러시아 Daruma 유력

러시아 LTD  “Golden Tree” 글로벌

러시아 Amarylis  Ltd 유력

러시아 «MISTRAL»LLC 유력

러시아 Asiakiss 유력

러시아 Brand  Club Ltd. 일반

러시아 Hibiscus  Group 일반

러시아 KoreaBeaty 일반

러시아 ATAMI 일반

러시아 IP  Tokarev N 일반

러시아 JSC  “Beauty Forma” 일반

러시아 V-LAZER  GROUP OF COMPANIES 글로벌

러시아 SUNWAY  COMPANY 유력

러시아 IFC  CO., LTD. 일반

러시아 PACIFIC  KOREAN GROUP CO., LTD. 일반

- 글로벌 바이어 : 연매출 1억불 이상 기업

- 유력 바이어 : 연매출 1천만불 이상 기업

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러시아 MIDORI  LINE CO., LTD. 일반

말레이지아 EIG  Pharma Asia Sdn Bhd 일반

말레이지아 ASTERSPRING  INTERNATIONAL SDN BHD 일반

몽골 MongolGaikhmshig 일반

몽골 Batgargal 일반

몽골 Ejris  Salon 일반

몽골 Tsagaan  Tsutgalan LLC 일반

몽골 Yalguun  Khusel LLC 일반

미국 Peter  Thomas Roth 글로벌

미국 Green  Ocean International 일반

미국 Peach  and Lily 일반

미국 JennyBeautySupply 글로벌

미국 Upper  Canada 유력

미국 Beauty  R Us 유력

미국 Beauty  Manufacturing Solution Corp 유력

미국 MJM  Sourcing 유력

미국 Circle  Tone America 일반

미국 Speiroglobal,  LLC. 일반

미국 Ipsy 일반

미국 G-Wholesaler 일반

미국 Silk  Rootz Enterprises 일반

미얀마 PL  Global Impex PTE LTD 글로벌

미얀마 Star  Moe Yan Group  Of    Companies 일반

미얀마 Shangrila  Leap Int'l Co.,Ltd 일반

미얀마 Treasure  for life co.,Ltd 일반

미얀마 MERRY  MAX CO.,LTE 일반

방글라데시 ZHM  International Trading Ltd. 유력

방글라데시 Pick  & Pay Super Market 유력

방글라데시 Ionex  Bangladesh 유력

베트남 EUROVISION,  JSC 유력

베트남 Milan  Vietnam Co., Ltd 일반

베트남 Dalink  Vietnam Company Limited 일반

벨기에 VOKA 일반

벨기에 Honeysu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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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벨라루스 Bely  Grad 유력

스웨덴 Scanko  Group 유력

스웨덴 LMG  Distribution AB 유력

스웨덴 Bond  Detox 일반

스페인 El  Corte Inglés S.A. 글로벌

스페인 IMCD 글로벌

스페인 CESMA  MEDICAL 일반

스페인 Pangorsa  sl 일반

스페인 Panda  Cosmetics 일반

슬로바키아 Temperance 일반

싱가포르 PT  Dian Taruna Guna 글로벌

싱가포르 Hy�ux  Limited 글로벌

우크라이나 KOREXPERT  LLC 일반

우크라이나   “IC “INBICO” LLC 일반

이란 Etehad  Ashtad mehr 글로벌

이란 marjan  Firouzeh 일반

이스라엘 BEAUTYCARE  E.G. LTD. 유력

이집트 Kandeel  Industry & Trade 유력

이집트 Purex  Health Care and Pharmaceuticals 일반

이집트 International  Techniques 일반

이집트 Foto  Medical 일반

일본 SECUNETCorp. 일반

일본 DREAM  PROJECT M CO.,LTD. 일반

일본 ICHIEI  CO.,LTD. 일반

일본 Mars  Design 일반

일본 FW  JAPAN 일반

일본 Five  E Life 일반

일본 Dual  Design Dept.inc 일반

일본 Nippon  Shinsozai Corp. 일반

일본 PIP  Co.,ltd 글로벌

일본 Nishikawa  Co., Ltd. 일반

일본 MIKI  SPACE Co.,Ltd. 일반

중국 MINISO  INTERNATIONAL CO.,LTD 글로벌

중국 Nanjing  Hanrun Trade Co., Ltd.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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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중국 Nanjing  Jinhaoyuan Cosmetic Co., Ltd. 유력

중국 大连金玛商城企业集团有限公司(Dalian  Jinma shopping ilall Enterprise Group Co.LTD) 글로벌

중국 中运通（香港）贸易有限公司(ZHONG  YUN TONG (Hong Kong)TRADE CO.,LTD ) 유력

중국 大连开耀贸易有限公司(DALIAN  Kai Yao Trade Co.,Ltd) 일반

중국 上海长发丰润化妆品股份有限公司  Shanghai Y&F Cosmetics Co.,Ltd 글로벌

중국 SHANGHAI  BENSEZ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글로벌

중국 Sa  Sa Cosmetic (China) Company Limited 글로벌

중국 HANGZHOU  XU NALA E-COMMERCE CO LTD(NALA) 글로벌

중국 SHANGHAI  LILY & BEAUTY COSMETICS CO., LTD 글로벌

중국 Shanghai  Mei Dai Biological Technology Co., Ltd 유력

중국 Xiamen  Woquangou Supply Chain Co.,Ltd 일반

중국 Wuxi  Mingyu Textile Co.,Ltd 일반

중국 AEON  South China Co.,Limited 글로벌

중국 Shenzhen  Sanda Cosmetics Co.,Ltd. 글로벌

중국 SHENZHEN  CHOUMEI Cultural Diffusion Co., Ltd 글로벌

중국 ChinaResourceVanguard  Co.Ltd. 글로벌

중국 All-WINZ  Global Trading Co., Ltd. 유력

중국 Best  Health (HK) Dispensary Limited 일반

중국 Best  Friend Holding Limited 일반

중국 Frankfurt(Gormant)Pharmaccut  Company Limited 일반

중국 Denniler  Group 글로벌

중국 SHAANXI  CULTURE INDUSTRY INVESTMENT GROUP 글로벌

중국 China  South City 글로벌

중국 Xi'an  beautiful hundred Trading Co.ltd 유력

중국 Xi'an  wobang Trading Co., Ltd. 유력

중국 Xigang  MALL 유력

중국 HUBEIPENGDAINDUSTRY&TRADECO.,LTD 유력

중국 WuhanQilingsheBusinessManagementCo.,Ltd 유력

중국 HENAN  YAWEI SHIYE CO.,LTD 유력

중국 ZHENGZHOU  BAIYOUMEI TRADING CO.,LTD 유력

중국 HENAN  XINWO DIANZI KEJI CO.,LTD 일반

중국 Hunan  baijiahui Investment Co.,Ltd 글로벌

중국 Bubugao  business chain Limited by Share Ltd 글로벌

중국 Hunan  Dongxin E-Commerce Co., Ltd.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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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중국 Happy  TaoBao Cultural Communication CO.,LTD 일반

중국 ChengduItoYokadoCo.,Ltd 글로벌

중국  Europe Korea Indstrial (Chengdu) Co.,Ltd 欧韩（成都）贸易有限公司 유력

중국 jiayoubinfen  homeshoping 일반

중국 shanghaigiory-cnergytrade 일반

중국 chongqing  xurui trade co.,ltd 일반

중국 Ai  Lan Xuan Biological Technology Co.,Ltd 일반

중국 Shandong  Shindadong Co.,Ltd 글로벌

중국 RS  Resource Solution Management（Tianjin）Co.,Ltd 유력

중국 Qingdao  Global Shopping E-commerce Co., Ltd. 유력

중국 Qingdao  Exchange 유력

중국 Qingdao  K.PLUS Korea Beauty Center 일반

중국 Shanghai  E-sun Trade Co. Ltd. 일반

중국 Qingdao  Beilamei dress Co., Ltd. 일반

중국 COPATECH  (TIANJIN) INC. 일반

중국 HebeiZhonghansheEcommerceCo.,Ltd. 일반

중국 Zhejiang  Huacheng Holding Group Co., Ltd(浙江华成控股集团有限公司) 글로벌

중국 ShangHai  FuSheng Bioengineering Co.,Ltd.(上海复生生物工程研究所有限公司) 유력

중국 Zhejiang  Supreme Vivid Network Technology Co. Ltd（浙江臻品悦动网络科技有限公司） 일반

중국 �sher  logistics（hangzhou）Co.,Ltd（费舍尔物流（杭州）有限公司） 일반

중국 Sasa  Cosmetic Company Ltd 글로벌

중국 Colourmix  Cosmetics Company Limited 글로벌

중국 Zalora 글로벌

중국 The  Beauty Group 글로벌

중국 Jabez  International Group Limited 글로벌

중국 Bonjour  Cosmetic Wholesale Center Limited 글로벌

중국 Hong  Kong Television Network Limited 유력

중국 Global  Consumer Products Private Limited 유력

중국 Bliss  International Trading Co. 일반

중국 Yick  Fung Hong Cosmetic & Detergent Co., Ltd. 일반

카자흐스탄 NikaMart  LLC 글로벌

카자흐스탄 Lale  LLP 글로벌

카자흐스탄 AsianBeauty  LLC 글로벌

카자흐스탄 KoreanBeauty  LLC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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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국) 회사명 역량구분

카자흐스탄 Grand  Cosmetics IE 유력

카자흐스탄 Shegay  IE 유력

카타르 Almuftah  Trading & Contracting Co. W.L.L. 유력

카타르 AL  TAFA’OL TRADING 유력

카타르 Alfayhaa  Medical Est 일반

쿠웨이트 Medco  Gulf General Trading & Contracting Co. 유력

태국 KuronCorporationLtd. 유력

태국 Hello  BrushToo Co.,Ltd 일반

태국 Okshopping  International Co.,Ltd 일반

태국 Orawana  International Co.,Ltd 일반

터키 Maya  Laser Epilasyon Medikal Dis Ticaret Ltd.Sti. 일반

터키 KURTSAN  ILACLARI 일반

터키 ELIT  LOGISTICS 일반

터키 DESINGTOOL(AYDOG) 일반

터키 BERRIN  CETINER GUZELLIK EGITIM DANISMANLIK 일반

터키 BAKIN  KOZMETİK MEDİKAL OTOMOTİV TEKSTİL İNŞAAT İÇ VE DIŞ TİCARET ANONİM ŞİRKETİ 일반

파라과이 TERRA  NOVA S.R.L. 일반

파키스탄 Zahoor  Enterprises 유력

파키스탄 United  Trading & Manufacturing (Pvt) Ltd 일반

파키스탄 Qureshi  & Co. 일반

폴란드 DAGRA  Cosmetics 일반

폴란드 ADM  Cosme Company 일반

프랑스 Groupe  Rocher (yves rocher) 글로벌

프랑스 SENSIENT  COSMETIC TECHNOLOGIES 유력

프랑스 MaBBcreme 일반

프랑스 Innomega 일반

필리핀 Suyen  Corporation 글로벌

필리핀 MySanctuaryWellnessInc 유력

필리핀 VMVSkinResearchCentre+Clinics 유력

호주 MySkincareClinicPtyLtd 일반

호주 Mysale  Group 글로벌

호주 Sephora  Australia 글로벌

호주 SINI  AUSTRALIA 유력

호주 Cosmax  Prestige Brands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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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상담액
USD 400,313,700

(4,561억원)
USD 232,796,665

(2,560억원)
USD 164,373,833 

(1,754억원)

계약추진액
USD 105,858,300

(1,206억원)
USD 66,036,496

(726억원)
USD 48,134,079 

(513억원)

상담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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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2016 혁신제품 어워즈 3.

일 시

장 소

목 적

참 가 매 체

■  

■

■  

■

2016. 10. 13(목) 15:00~15:30

KINTEX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

외신 기자단을 초대해 어워드를 진행함으로서 국내 주요 제품들의 해외 홍보 지원

국가 매체명 매체소개

- 말레이시아에서 매달 12000만 이상의 PC 페이지 뷰, 130만명 이상의 모바일 
  구독자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매체
- Viralcham 등 말레이시아 뷰티, 라이프 전문 매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매일 최신 뉴스를 독자들에게 제공 

- 싱가폴여성들의 뷰티, 패션, 엔터테인먼트 등의 데일리 정보를 제공하는 뷰티
  산업 전문 미디어
- 모회사인 OMG Asia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소매 마케팅 통합 서비스 회사이며, 
  아시아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

- 베트남 전 지역뉴스와 국제뉴스를 5개 언어로 보도하며, 문자 및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일 400개 이상의 기사 보도
- 뷰티, 패션트렌드, 웨딩 등 다양한 뷰티산업을 다루고 있으며 
  베트남 Dep Fashion  Show의 미디어파트너

-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Sohu'의 패션 전문 미디어 Sohu Fashion.
- Sohu Fashion은 유입률 기준으로 전세계 39위를 기록할만큼 중국인들이 꾸준히 
  사랑하는 패션 전문 매체

- 매년 50~100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 세계 주요 전시회 및 기업들을 취재  
  하고 있으며, 기업과 제품에 대한 팩트, 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와 주요 정보를 
  전달 하는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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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표■  1. 혁신성     2. 해외시장 경쟁력     3. 품질     4. 가격     5. 현장 반응

>> 5개 항목별 5점 만점으로 심사, 점수별 상위 10개 기업 수상

진 행 과 정

수상업체 (10개사)

■  

■  

어워드 진행(10월 13일)

어워드 심사 기업 선정

각 매체별 기업 심사 및 선정 

어워드 신청(신청서 및 제품 사진 제출)

매체명 수상 기업

제이앤지코스메틱

유성진

비피메드코스메틱

씨앤엠미미앙

(주)코떼랑

(주)유알지

(주)알앤유

(주)라파스

(주)드림코스

라라리즈



          K-BEAUTY EXPO 2016     17

Final Report

뷰티 쇼핑 호스트 배틀 오디션4.

일 자

장 소

주요내용

참 가 인 원

■  

■

■  

■

■  

2016. 10. 15(토), 16(일) 10:30~12:30

KINTEX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

이벤트 참여기업 제품을 활용하여 쇼핑호스트 지망생들의 홈쇼핑 쇼 배틀 오디션 진행 및 시상 (참관객 심사)

참가기업 22개사 / 오디션 참가자 11개팀 (22명)

- 10.15, 10..16 양일간 현장참관객 인기투표 (스티커 부착)

- 1,2일차 심사 종료 후 합계, 현장 시상 (총 6팀: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3팀)

방    법   지정 순번에 따른 PT 진행 

진    행   메인 MC 진행, 각 팀별 7분 내외 PT

심사 및 시상

진행 및 평가방법

연번 팀명 팀리더 팀원 10.15 경연 협찬기업 10.16 경연 협찬기업

1 Fly beauty 김태윤 김윤진 리디자인 보나쥬르

2 골든쇼호 정다인 배형석 린제이코스메틱 ㈜온데이코스메틱

3 데뷰쇼 권민정 강서형 ㈜모스티브 에코앤에코

4 리얼뷰티 김미선 양성현 ㈜뉴메이크네이쳐 ㈜바이오에스

5 뷰티Bomb 김진영 박민지 ㈜캐럿티카 ㈜시앤컴퍼니

6 뷰티인사이드 송현근 김하원 ㈜유알지 ㈜땡큐파머

7 뷰티퀸 김수경 김미란 ㈜본에어 ㈜엠씨엠

8 뻔뻔한 여자들 전지은 윤지영 ㈜퍼스트마켓 에이엔지

9 크레뷰티 김관우 허유정 ㈜덴트화이트 ㈜현앤컴퍼니

10 해피바이러스 송민영 박진태 제이아이티그룹 엘앤케이코리아

11 소피와 무린‘s 뷰티마스터 정무린 임현진 ㈜코리아뷰티 우신라보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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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행사

뷰티토크콘서트5.

일 자

장 소

사 회 자

출 연 진

진행내용

■  

■

■  

■

■  

2016. 10. 15(토) 13:30~14:30 / 16(일) 15:00~16:00

KINTEX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

김민아 아나운서 (SBS Sports 아나운서 및 유명 뷰티테이너) 

일자 구분 강연자 주제

15(토) 피트니스

문지숙
[내 몸을 아름답게, 나홀로 홈트레이닝]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운동법”

김명영
[내 몸을 아름답게, 나홀로 홈트레이닝]
“애플힙을 만들기 위한 만능 운동비법”

16(일) 메이크업

김혜림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영화제에 참석한 여배우의 시크릿 Tip"

김현아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가을 트렌드 메이크업: 매트립 표현과 트렌드 컬러“

홍미애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F/W 트렌드 컬러를 이용한 무광네일”

문지숙 
(필라테스 원장)

김민아

SBS Sports 아나운서

김혜림 
(MAC 프로 이벤트팀 팀장)

김명영 
(HALO GYM CEO)

김현아 
(수빈아카데미 실장)

홍미애

(순수 도산본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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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구분 강연자 주제

15(토) 피트니스

문지숙
[내 몸을 아름답게, 나홀로 홈트레이닝]

“내가 나에게 선물하는 운동법”

김명영
[내 몸을 아름답게, 나홀로 홈트레이닝]
“애플힙을 만들기 위한 만능 운동비법”

16(일) 메이크업

김혜림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영화제에 참석한 여배우의 시크릿 Tip"

김현아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가을 트렌드 메이크업: 매트립 표현과 트렌드 컬러“

홍미애
[나만 알고싶은 가을 컬러 메이크업]

“F/W 트렌드 컬러를 이용한 무광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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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행사

뷰티크리에이터 LIVE 방송6.

일 시

장 소

진행내용

■  

■  

■

2016. 10. 13(목),14일(금),16(일) 13:30~14:30

KINTEX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

유투버 등 온라인 채널 뷰티크리에이터 초청 LIVE 방송 진행

- 각 분야별 크리에이터 초청하여 3일간 각각의 주제로 온라인 생방송 진행

13일(목) 14일(금) 16일(일)

출연자

미대 하이예나 콩슈니

분야 네일아트 색조메이크업 스킨케어

진행내용
- 에스닉스타일의 패턴네일
- 라인테잎 활용법, 스톤 붙이는 법
- 자개를 이용한 엠보스톤 만드는 법

- 눈썹 메이크업
- 아이 메이크업
- 립 메이크업
- 쉐딩 및 블러셔

- 클렌징의 중요성 (클렌징 Q&A)
- 각질제거  (각질 Q&A)
- 자외선차단
- 동안피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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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목) 14일(금) 16일(일)

출연자

미대 하이예나 콩슈니

분야 네일아트 색조메이크업 스킨케어

진행내용
- 에스닉스타일의 패턴네일
- 라인테잎 활용법, 스톤 붙이는 법
- 자개를 이용한 엠보스톤 만드는 법

- 눈썹 메이크업
- 아이 메이크업
- 립 메이크업
- 쉐딩 및 블러셔

- 클렌징의 중요성 (클렌징 Q&A)
- 각질제거  (각질 Q&A)
- 자외선차단
- 동안피부관리

국내MD 구매상담회7.

일 시

장 소

진행내용

참가인원

■  

■

■  

■

■

2016. 10. 14(금) 10:00~17:00

KINTEX 제1전시장 2홀 비즈니스라운지

K-뷰티 참가기업과 국내유통채널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대형 유통채널 및 구매기관의 입점절차 설명

국내 대형유통망 MD 20명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홈앤쇼핑 등)

116건 진행구매상담건수

쇼미더뷰티 메이크업 콘테스트8.

일 시

장 소

진행방식

목 적

■  

■  

■

■

2016. 10. 13(목) 15:30~16:00

2016. 10. 14(금) 12:00~12:30

2016. 10. 15(토) 15:30~16:00

KINTEX 제1전시장 2홀 메인무대

1. 메인무대 옆 현장이벤트 접수처에서 참가신청

2. 사회자의 미션에 따라 주제에 맞는 1:1 메이크업 배틀 (참가기업 제품 활용)

3. 참관객의 현장 투표를 진행하여 승자 선정 및 상품 증정 (뷰티박스)

박람회 참가기업 제품을 활용한 참관객 대상의 간단한 미션 진행을 통해 

참가기업의 제품 홍보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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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개최 미용대회 : 제5회 국제바디아트 콘테스트9.

일 시

장 소

주 최

■  

■  

■

2016. 10. 15(토), 16(일) 10:00~17:00

KINTEX 제1전시장 3홀 대회장

K뷰티전문가연합회

동시개최 피트니스 쇼 : AFIC 2016 메인무대 주요행사10.

일 시

장 소

■  

■

2016. 10. 15(토), 16(일)

KINTEX 제1전시장 1홀 AFIC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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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BOX 제작

- 참가기업 대상으로 뷰티박스 구성품을 모집하여 뷰티박스 제작

- 배포대상 : 토크콘서트 등 현장이벤트 당첨자, 서포터즈 등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제품 사용 후기 공유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효과 제공

K-BEAUTY BOX 제작 및 얼리버드 이벤트11.

얼리버드 이벤트

  - 상대적으로 참관율이 저조한 오전시간의 참관객 확보를 위하여 매일 개장과 함께 얼리버드 이벤트 진행

  - 대상 : 개장 후 첫 입장객 100명 (행사기간 4일동안 매일 진행)
  - 혜택 : 참가업체 제품으로 구성된 시크릿백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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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전시장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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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가업체

업체명

 고운세상코스메틱

 네오스키마 인터내셔널

 네오제네시스

 더플러스

 모스티브

 모스티브(조립)

 본에어

 비케이엠

 스포밴드

 에이치투프렌즈

 이디케이 스파 솔루션

 쥬리아

 케이티씨에스

 피터팬랩

3일애

4월 31일 성형외과 의원

8Alpha GmbH

Chengdu KEAO Biology Co., Ltd

Chengdu Keao Kangmei Trading Company

Fresh Body Co., Ltd.

GLOBAL TRADE NETWORK

K.O.P. International Co., Ltd.

KJI공업주식회사

KSH 코리아

M.Y.R. COSMETICS SOLUTION CO., LTD.

ORAWANA INTERNATIONAL CO., LTD.

가온

가온(냠냠전)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바이오 헬스 솔루션 RIS사업단)

강남구보건소

강화홍삼

업체명

경남테크

경안사 

고앤조

고양컨벤션뷰로

골든브릿지 인터내셔날

과평상회(내안애 참기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그랜드코스메틱

그린솔루션스

기린화장품

꼼나나

나음케어

나인위시스

네오팜

네일클럽제이

노아뷰티

뉴메이크네이처

뉴트리케어

닥터스텍

닥터아이

닥터아이온

닥터펌

달콤한 그녀

달쿠니

대상

대종의료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뷰티산업진흥원

더 다이어트 클럽

더고운피부협동조합

더나미애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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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더스킨컴퍼니

더클리닉

더폴린

덴트화이트

두맥스 메디케어

드림코스

디비아이코리아

디에스비코리아

디에이치코퍼레이션

디엘테크

디엠링크

디자인원

디젤

땡큐파머

라라

라라리즈

라비앙로즈

라온코스메틱

라온헬스케어

라이프투게더

라인프러스

라인플라츠 코스메틱

라파스

라포티셀

라호야유에스에이

랭키스

러브피어싱

레보아미

레인보우

로아유통 주식회사

룩미코리아

업체명

리디자인

리썸

리연케이성형외과피부과

린제이 코스메틱

링클리퍼

마린 코스메틱

마이프로틴

모어댄주스

美LAB

미르텍

미셀코리아

미소뷰티

미스미즈바이오

미스톤

미스플러스

미즈코스메틱

미진화장품

바디텍 플레티늄

바른티엔디

바이오에스

바이오에프디엔씨

바이쥬

반도뷰티프로덕스

밝은성모안과

베리체

보나쥬르

보떼코리아

부산아크릴

뷰인스

뷰티365

뷰티마스터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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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뷰티메이커

뷰티상회

뷰티엠

뷰티콜라겐

뷰티퀸 코리아

뷰티피플인터내셔널

뷰티홀릭

뷰티화장품

브랜디포

블랙루즈

비에스지코스메틱

비에프메디컬

비엔

비엔비옵토

비엔씨코리아

비오코스

비즈메카

비즈통상

비피메드코스메틱

사단법인 세계가발패션예술인협회

사랑청

사임당화장품

상황미인

새벽

새티스코스메틱

새한메디텍

성윤테크

세화코스메틱

센스코

셀피코리아

솔티패밀리그룹

업체명

솜니움

수풀퍼시픽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슈퍼스포츠

스타양행

시내코스

시앤컴퍼니

시온무역

식스팩 코리아 하이푸드

신디뷰티코리아

신안산대학교

신일제약 팜트리

신흥산업

쎄라퀸

쏘렉스

씨앤엠미미앙

씨와이바이오솔루션즈

씨트리

아달다

아레사뷰티

아리즈웰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아메징

아미옥코스메틱

아미코스메틱

아발리코 코리아

아웃앤아웃

아이더블유컴퍼니

아이디병원

아이린앤코

아이엔에스코리아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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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아이젤크리에이티브

아이지디

알롱제실용전문학교

알브로즈 인드스트리스

알앤유

애드바이오텍

애찌피플

액티브라이프

앤앤컴퍼니

약손명가

어바웃뷰티

에셈컴퍼니

에스제이네일

에스티비 인터네셔널

에이스제약

에이엔지

에이치피텍

에이테크 산업

에코마인

에코앤에코

에코힐링

엔도메딕스

엔앤비랩

엔코스

엔퓨오네일크리에이션

엘라 코스메틱

엘앤케이코리아

엘티코스

엠씨엠

엠케이네트웍스

영원코스텍

업체명

예인코스메틱연구소

오쿠바이오샵

온데이코스메틱

온새미로

와우벤처스

와이엠트래이딩

와이즈컴퍼니

요가생츄어리/옴베리

우리메카

우신라보타치

월드게이트웨이

월드제이엔케이

월딘코리아

웨트러스트코리아

웰라이프인 프라하

웰코스

위노바

유나네 자연 숲 농장

유바이오메드

유성진

유알지

이노팜 주식회사

이레프

이미인

이쁘지나

이즈앤트리

이지쓰위그

이지코스텍

인바디

인천미용협동조합

일섬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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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장신구 수다

잼인더하우스

정해화장품

제니코스

제니퍼프로패셔널

제스파

제스폰

제이미메디컬

제이미인터내셔날

제이뷰티 코리아

제이비피코리아

제이씨피플

제이아이티그룹

제이앤지코스메틱

제이에스상사

제이와이컴퍼니

제이와이피성형외과

제이웍스이엑스티

제이웨이아이엔티

제주대학교

젬나컴퍼니

주)리뷰티베일리

㈜KBH한국생활건강

㈜마유케어

주식회사 강스템바이오텍

주식회사 결고은사람들

주식회사 기화

주식회사 나유타

주식회사 다미인

주식회사 부자

주식회사 뷰티아일랜드그룹

업체명

주식회사 씨에스 바이오테크

주식회사 아로마미

주식회사 아이피아코스메틱

주식회사 안신생활건강

주식회사 야다

주식회사 에이앤

주식회사 케이뷰티랩

주식회사 탈모닷컴

주식회사 트레이딩허브

주식회사 퍼스트마켓

주식회사 페이스피아

주식회사 피플앤코

주식회사예가의숲

주식회사제이더블유

주식회사토브

쥬리코스메틱

지메드

지비컴퍼니

지에스켐

지엔

지엘컴퍼니

지엠홀딩스

지티에스글로벌

차모스코스메틱

참존엔씨원

천지현황

철원코스메틱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카렌

캐럿티카

캔디네일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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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가업체

업체명

케어필라테스

케이알시

케이티에이치아시아

케이피앤피인터내셔널

코나드

코더마

코떼랑

코리아나

코리아뷰티

코리아성형외과

코스맨틱

코스메드코(씨엠씨)

코스모씨앤티

코스알엑스

코엔자임코리아

코이즈

코코

퀸비지니스

큐가든

크리센트

큰빛바이오

클린

태영

태조

탠코리아

텐투유네일

투왁싱

티큐브글로벌

파란네일

파란메디코스

파시

업체명

파워닭

판타스킨

페렌벨

펠리스8

포세안

푸로맥스

퓨리비즈

퓨리티코스메틱

프로스테믹스

하나에이취앤비

하나트레이드

하우동천

하이모 자연건강사업부

한국치유요가협회

한국코스텍

한빛그린바이오

한웅메디칼

허니스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헤일로엔터테인먼트

현대백화점

현뷰티

현앤컴퍼니

홀리카 홀리카

홈런푸드

홈앤쇼핑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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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주요 포탈 미디어 커버리지 ( ※ 'K-Beauty Expo‘ 키워드로 국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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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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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NG NEWS와 협업하여 중소기업들의 홍보영상 촬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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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TV 스팟광고2.

매 체

기 간

운행내역

■  

■

■

딜라이브 경기케이블 TV (킨텍스 인근  경기북부 거주 타겟 참관객 모객용)

2016. 10. 1(토) ~ 16(일), 행사직전 및 행사기간 포함 2주일

파주, 고양 등 경기지역 케이블TV 스팟광고(30초) 송출 648회

전문지 지면광고3.

매 체

기 간

집행내역

■  

■

■

뷰티신문 수, 뷰티누리, 주간코스메틱 등 뷰티산업 전문매체, BUSINESS KOREA 영문경제지

2014. 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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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광고4.

매 체

기 간

타 겟

집행내역

■  

■

■  

■

네이버 웹, 모바일

2016. 10. 10 ~ 16 (행사직전 및 행사기간 포함 1주일)

수도권 지역, 여성

웹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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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온라인, 모바일 바이럴 홍보 활동5.

내 용■  - 온라인 및 모바일 게시 홍보

- 뷰박 서포터즈 운영

-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활용한 이벤트

1) 온라인 및 모바일 게시물 홍보

    *매체명: 화장발, 뷰티누리, 쑈핑앱(Showping), 코스인코리아닷컴, 대한화장품협회, 주간코스메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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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박 서포터즈 운영

서포터즈

성       과

활동 경과

■  

■  

■

20명

홍보 포스팅, 개인 SNS, 카페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구 분 내 용 비 고

서포터즈 모집 (9월 26일~10월 3일)

서포터즈 결과발표 (10월 4일)

행사 전

1차) 전시 홍보 및 부대행사 안내

개인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2차) 참가업체 및 제품홍보

3차) 참관객 대상 이벤트 안내

현장

- 행사 참석 인증샷 이벤트

전시장 내 경품 수령처- 현장이벤트까지 완료한 서포터즈 20명에게 
‘서포터즈 팩’ 증정

행사 후

- 참관 포토 후기 개인블로그 및 커뮤니티 게시

- 참관후기까지 마친 서포터즈 5명에게
 ‘프리미엄 뷰티 팩’ 증정

개별 발송

블로그

블로그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페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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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3)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벤트

기    간   2016. 9~10■

구 분 주 소 이벤트 진행횟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_beauty_expo/ 10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beautyexpo/ 6회

- 참가업체 제품을 활용하여 총 16회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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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홍보물 광고7.

인근지역(고양시, 서울시) 육교현판 및 행정게시대 홍보물 게첨

버스 외벽 광고 - 킨텍스(일산) 경유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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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버스쉘터 광고 (일산 중앙로 주요 버스정류장)■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LCD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매체 광고 (경기북부, 서울강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20,000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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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홈페이지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8.

홈페이지 운영 : www.k-beautyexpo.co.kr

뉴스레터 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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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주요 광고홍보

홍보인쇄물9.

브로슈어■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국내외 관련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KOTRA 해외무역관 등

제작수량 30,000부

포스터■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제작수량 5,000부

초청장■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참가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공서 등

제작수량 300,000부

참관 가이드북■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국내/외 현장방문자

제작수량 30,000부

홍보 전단■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로컬 뷰티관련 샵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등)

제작수량 20,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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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국내외 관련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KOTRA 해외무역관 등

제작수량 30,000부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유관기관 및 단체, 교육기관

제작수량 5,000부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참가업체,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공서 등

제작수량 300,000부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국내/외 현장방문자

제작수량 30,000부

구 분 제작 내용

배포대상
경기북부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로컬 뷰티관련 샵 (미용실, 네일샵, 피부관리실 등)

제작수량 20,000부

포스터

무료 초청장(하드카피)

브로슈어

무료 초청장(모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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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가이드북

홍보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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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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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KINTEX, KOREA
2017. 10. 12 ~ 15

2017. 10. 12(목) ~ 15(일), 4일간

KINTEX 제1전시장 3홀 ~ 5홀

주     최

주     관

규     모

참 가 업 체

참 관 객

전 시 품 목 

홈 페 이 지

부 대 행 사

동 시 개 최

32,157m2  

450개사 700부스

50,000명

화장품, 헤어, 네일, 에스테틱, 바디케어, 원료, 패킹, 
미용도구, 이너뷰티 푸드, 향수, 피트니스, 
스마트뷰티기계, 의료서비스(성형, 피부 등) 등

www.k-beautyexpo.co.kr

•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 국내외 유통업체 MD 초청 유통상담회

• Editor's Choice Awards (혁신제품 어워드)

• 뷰티 쇼핑 호스트 배틀 오디션

• 뷰티멘토와 함께하는 뷰티 토크콘서트

•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 얼리버드 시크릿백 및 뷰티박스 이벤트

• WBFF(World Beauty Fitness Fashion)
• World Yoga Championship
• 미용.메이크업 콘테스트

• 법정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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