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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과보고서

행사개요

주요결과

행 사 명

기 간

주최/주관

부 대 행 사

제12회 온라인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K-BEAUTY EXPO 2020) 

(부제) K-BEAUTY WEEK 2020

2020. 11. 23(월) ~ 11. 28(토), 6일간

경기도 / KINTEX

   참가기업 제품 해외바이어 배송(뷰티딜리버리), 온라인 화상상담회 개최

   국내 대형 MD초청 온라인 유통상담회

   온라인 세미나(웨비나) 및 컨퍼런스 프로그램

   * K뷰티 인사이트 트렌드 콘서트, K뷰티 R&D 트렌드 콘서트, TREND TALK / TECH TALK 

   마케터’s PICK 우수제품 선정

01 참가기업 수 99개사

02 초청 해외바이어 100개사

- 1:1 BIZ Matching Program 적용, 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2주간)

(러시아,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중국 등 12개국)

03 온라인 참관객 수(방문건수) 총 46,853건(외국인 방문비율 20%)

※ 2019년 참관객(오프라인) : 총 49,393명 / 외국인 2,682명

온라인전시관(K-BEAUTY WEEK) 구축 경기도 기업 온라인 특별관 구축



구 분
2020년(온라인)

건수 금액(USD) 금액(백만원)

전체(1+2+3)
상담실적 545건 16,003,096 32,445

계약추진실적 160건 4,970,962 6,015

1.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상담실적 309건 14,773,700 17,876

계약추진실적 147건 4,381,930 5,302

2. 해외바이어 뷰티딜리버리
상담실적 41건 1,229,396 1,488

계약추진실적 17건 589,032 713

3. 국내MD 구매상담회 상담실적 195건 - 13,081

 (1USD : 1,210원 기준)

04 상담 및 계약실적 약 545건 상담진행

- 박람회 전체 실적 (상담액 32,445백만원, 계약추진액 6,015백만원)

- 참가기업 종합 실적

구 분 불만족 만족 (보통이상)

전반적 만족도 12.3% 87.7%

재참가 희망 9.9% 90.1%

동종업종의 타업체 추천의향 13.6% 86.4%

기대수준대비 만족도

바이어 수 24.7% 75.3%

바이어 수준 14.8% 85.2%

웨비나 및 컨퍼런스 프로그램 2.5% 97.5%

행사 참가비용 3.7% 96.3%

행사의 운영진행 6.2% 93.8%

온라인 전시관 홈페이지 수준 7.4% 92.6%

* 참가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 실시(11.27~12.11, 2주간), 총 81개사 응답(응답률 82%)

05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결과

온라인 결과보고서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화면(ZOOM) 1 해외바이어 온라인 상담화면(ZOOM) 2 2020 국내유통사 온라인MD상담장 조성(킨텍스) 2020 국내유통사 온라인MD상담 진행



온라인 결과보고서

시간 내용 연사 소속

10:30 - 11:20 트렌드 코리아2021 전미영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11:20 - 11:50 비건 화장품의 시작과 성장 이하나 대표 멜릭서

11:50 - 13:00 점심(안내영상)

13:00 - 13:40
빅데이터로 라이프스타일을 읽다:

코로나 시대 생활변화
박현영 소장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13:40 - 14:10 언택트 이코노미 시대의 Z세대 뷰티트렌드 윤정하 대표 (주)작당모의

14:10 - 14:20 휴식(안내영상)

14:20 - 14:50
이커머스 기획자가 바라보는 코로나 이후

MZ세대 뷰티트렌드
곽나래 파트너 SSG닷컴

14:50 - 15:20 화장품 업종 온오프라인 소비트렌드 변화 주시태 팀장 나이스지니데이타

15:20 - 15:30 휴식(안내영상)

15:30 - 16:00 Beauty Tech, What's Next? 최용준 대표 룰루랩(lululab)

16:00 - 16:30 Post-Pandemic Beauty Acclerators
Jemma Shin 

애널리스트
WGSN

일 시

장 소

내 용

연 사

대 상

참 관 객

세부 프로그램

2020. 11. 26(목), 10:00~16:30

킨텍스 2전시장 307호

분야별 전문가들의 국내외 트렌드 분석강연 라이브방송

트렌드코리아 저자, SSG닷컴, NICE 평가정보, WGSN 등 8명

화장품기업 임직원, 마케터, 일반참관객 등

약 150명

K뷰티 인사이트 트렌드 콘서트(유료)1

06 온라인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현황

» 뷰티트렌드 콘서트



온라인 결과보고서

시간 내용 연사 소속

10:30 - 11:00 코로나19 이후 R&D 트렌드 읽기 김선주 대표 COA 컨설팅

11:00 - 11:40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본 

화장품 산업 기술동향
이경구 팀장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사업단

11:40 - 13:00 점심(안내영상)

13:00 - 13:40
기능성 화장품 특허출원 동향 및

화장품 특허 심사기준
신귀임 사무관(변리사)

특허청 화장품소재

특허팀

13:40 - 14:10 국내 화장품 연구 트렌드(학회지 중심) 남개원 교수
서원대 

바이오코스메틱스학과

14:10 - 14:20 휴식(안내영상)

14:20 - 14:50 세계화장품학회(IFSCC) 최신 R&D 트렌드 이준배 랩장
코스맥스 R&I 센터

기반기술연구랩

14:50 - 15:20 클린 뷰티 패키지 R&D 트렌드 정해원 리더
아모레퍼시픽 

미래기술랩

15:20 - 15:30 휴식(안내영상)

15:30 - 16:00 글로벌 화장품 소재 트렌드 최정순 Manager UL코리아

16:00 - 16:30 자생식물과 화장품 소재 산업화 나채선 실장 백두대간수목원

일 시

장 소

내 용

연 사

대 상

참 관 객

세부 프로그램

2020. 11. 27(금), 10:00~16:30

킨텍스 2전시장 307호

분야별 전문가들의 국내외 R&D 트렌드 분석강연 라이브방송

아모레퍼시피픽, 코스맥스, 특허청, 피부응용사업단 등 7~8명

화장품기업 임직원, 마케터, 연구원 등

약 100명

K뷰티 R&D 트렌드 콘서트(유료)2

현장사진



온라인 결과보고서

시간 10월 28일(수)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오전 

10~12시 

노장서 원 장(한국할랄산업연구원) 

국산 화장품, 할랄시장에서 통할까?

황성필 변리사(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글로벌 시장 개척 및 투자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신호정 대표(책장속BOOKS) 

언텍트 뷰티

박민석 팀장(삼성전자) 

집에서 관리하는 탈모

이성원 수석연구원(아모레퍼시픽)

3D 프린팅 기술 융합 화장품

임동훈 본부장(엘루오) 

화장품 B2B 영업/마케팅도 '온택트(ON:TACT)'

박기혁 대표(비피기술거래)

화장품사업자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서보라미 국장(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아세안 국가 크루얼티 프리 현황

배원규 교수(숭실대,닥터배 대표)

문제는 흡수, 피부장벽 극복하기

김진영(씨와이) 

Post COVID-19 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산업계의 Digital Transformation 접근 방법

오후 

2~4시

이의권 과장(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코리아) 

글로벌 K뷰티 트렌드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진정임 한국 대표(뷰티스트림즈)

스킨플런스: 최근 스킨케어 트렌드 및 

스토리 텔링을 통한 스킨플런스 

유종완 대표(베이바이오텍) 

뷰티와 IT의 만남 : 

당신의 피부타입은 무엇입니까? 

남성철 관세사(관세법인선율) 

화장품 중국의 관세를 낮춰라(한-중FTA활용방법) 

박상준 대표(브루넬)

R&D 연구 기술의 집합소, 특허

이현준 이사장(대한가발협회)

메이크업의 완성! 헤어메이크업

김주연 팀장(CAIQTEST KOREA)

2021년 新 중국화장품감독관리조례 해석하기

김민주 에디터(더케이뷰티사이언스)

더케이뷰티사이언스로 본 R&D·트렌드

김정민 대표(릴리즈미)

디지털 시대의 뷰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백민영 팀장(Bureau Van Dijk-Moody's Analytics)

글로벌 기업.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해외 시장개발 방안

오후 

4~6시

이연수 대표(아트앤컴)  

회사와 개인의 성장을주도하는, 

뷰티 홍보마케팅 원천기술

손성민 지사장(REACH24H KOREA)

2020 중국 시장 변화, 키워드로 한눈에 보기

김미희 팀장(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K-뷰티 해외진출 지원

Alexia Yun 매니저(Statista) 

Global Beauty Industry and Covid19

최지현(화장품 비평가) 

화장품 성분표로 절대 알 수 없는 것들

임지윤 매니저(하우스부띠끄) 

비건(Vegan) 소비자들의 선택 지표, 비건마크

김영수 실장(백두대간수목원)

스토리가 있는 원료, 대한민국 자생식물

임찬균 매니저(비캔버스)

새로운 시대의 실리콘벨리 재택 근무 방법

일 시

내 용

연 사

대 상

시 청 자

세 부 
프로그램

온라인 전시회 기간 중 상시

분야별 국내 유망기업 및 기관의 국내외 트렌드, 기술, 

저서 강연영상 박람회 홈페이지 게재, 자료집 배포

국내 유망기업, 관련기관, 저자 등 29명

화장품기업 임직원, 마케터, 연구원, 일반참관객 등

약 300명

» TALK TALK(TREND TALK / TECH TALK)

민트색 – TREND TALK / 분홍색 – TECH TALK

현장사진



온라인 결과보고서

참가업체 주요의견

코로나19로 빠르게 온라인 전시회로 전환한 점이 좋았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운영이 안정적이었다. 

(에니뜨, 큐어스랩, ㈜대한뷰티산업진흥원, ㈜크로스제이 등)

코로나19로 해외 바이어 발굴과 접촉이 힘들었으나, 이번 기회로 아시아 및 

다양한 국가 바이어와 만날 수 있었다. 줌을 활용한 연결이 매끄러웠으며 

상담회 플랫폼의 충분한 바이어 정보표출, 미팅 수락거부 시스템이 유용했다. 

더 많은 양질의 바이어와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비에스코스메틱, ㈜나우코스, ㈜연희, ㈜더나미애, ㈜이화연 등)

주최즉의 훌륭한 홍보로 지속적으로 제품문의가 오고 있다. 

온라인 전시관이 오랜기간 운영되어 좋으며, 수정사항이 있을 시 

바로 개선이 되었다. 

(나하코스, 마츠카제, ㈜아폴로산업 등)

온라인 웨비나/컨퍼런스 프로그램 구성이 좋았다. 

업계 트렌드를 알 수 있었다. 

(㈜비에스티, ㈜하랑, ㈜엠피알브레인, 지리산처럼영농조합법인, ㈜코엠 등)

화상상담회와 더불어 국내 대형유통사 MD들과 입점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  MD 상담회가 회사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베제사이데알, ㈜소프트머터리얼즈, 플루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