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Beauty Blooms
KINTEX Hall 4-5, Korea

K-beauty Expo는
국제 인증전시회로
수출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No.1 뷰티박람회

K-beauty Expo 2022              

전시회 개요

2021 개최결과

전시회 명

OCT. 6~8, 2022
KINTEX 1전시장 4-5홀

영문 : K-Beauty Expo Korea

개최면적

참가업체

국문 : 2022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21,384m2

210개사 354부스

전시기 간

2022. 10. 6. (목) ~ 8. (토)

참관객

해외초청바이어

장

소

킨텍스 1전시장 4-5홀

11,610명 (해외 1,745명)

37개국 178개사 1,285명

규

모

400개사 650부스

주

관

후

원

상담회 결과

협 력 사

KOTRA초청 해외바이어

전시품 목
Cosmetics 화장품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색조메이크업제품, 유기농, 한방화장품, 비누,
향수, 여성청결제, 피부관리실 전용 화장품

Packing 패킹
화장품 용기,
뷰티제품 포장설비

Hair 헤어

Body Care 바디케어

모발관리제품, 스타일링기기, 가발,
헤어액세서리, 탈모의약품, 두피관리,
헤어살롱 관련 설비

체형관리 프로그램, 체형보정제품,
슬리밍 마사지 제품, 반신욕 기구,
요가, 헬스기구 및 보조제

Nail 네일

Inner Beauty Food
이너뷰티

네일케어용품, 네일아트,
풋케어용품

디톡스식품, 칼로리 관리 식품

Aesthetics 에스테틱

Medical Service 의료 서비스

피부관리실 전용 미용기기,가정용 미용기기,
속눈썹 및 부자재, 반영구 화장원료 및 기기,
타투, 바디페인팅

성형외과 의료서비스,
피부과 의료서비스 및 관리제품,
치과 의료서비스 및 치아 관리제품

Raw Materials 원료
기능성원료, 천연추출물,
원료의약품 연구소,
교육임상기관

Fashion 패션
디자인 의류, 액세서리, 쥬얼리,
파우치, 가방

• 상담액 $
상담액

현장 계약액

$17,678,000

$5,645,750

대형 유통MD 구매상담회

17,678,000
• 현장 계약액 $ 5,645,750
• 상담건수 593건

(롯데백화점, GS 홈쇼핑 등)

• 상담액 183억원
상담액

현장 계약액

183억원

57.45억원

• 현장계약 57.45억원
• 상담건수 2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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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참가결과
참관객 관심분야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2021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전반적 만족도

시장트렌드 정보 습득

불만족 2.5%

32.8

새로운 소싱협력사 및 제품 발굴

31.6

OEM/ODM 협력사 발굴

만족

97.5%

13.4

보유중인 협력사와의 미팅

6.1

세미나 참석

5.5

그외

7.7 %

12.8 %

동종업종의
타업체 추천의향

재참가 희망

10.5

참관객 종사 분야
유통도매업

29.8

화장품소매업

18.4

마케팅/컨설팅

희망

92.23%

추천

87.2%

11.4

온라인커머스

7.8

스파/에스테틱

6.1

교육 및 연구기관

5.2

H&B스토어/백화점

1.6

기타

19.9

2021 참가업체 참가 후기
라라레시피

“ 바이어와 일반 참관객이 골고루 많아 정말 좋았으며, 여러번 전시회에 참가했지만 출품한 물품을 모

메르시코

두 판매한 이력은 이번 대한민국 뷰티박람회가 처음이다”

세인디앤아이
폭스림

“ 경품이벤트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3일 내내 참관객들이 줄서서 저희 제품에 관심을 주셔서
이번 박람회 참가는 너무 기분좋은 경험이었다”

셀로테크닉

사였다. 대한민국 뷰티박람회는 B2C와 B2B성격 두가지를 충족시킨 전시회라서 매우 만
족스러웠고, MD유통상담회와 KOTRA수출 상담회도 매우 만족스러웠다.”

“ 코로나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대치가 낮았는데, 외국 바이어도 많았고 현장 판매가 잘되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은 전시회다”

“ 런칭한지 일년되었고 전시회를 총 3번 참가했는데 첫번째 행사는 B2C, 두번째는 B2B행

다비드화장품

“ 일반 B2C전시회와 달리, 단순 구매문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뷰티업에 관심이 많으신 관
람객이 오셔서, 업계 종사자분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3일이었다. 전시 만족도
가 매우 높다”

“ 국내 MD유통상담회를 통해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플랫폼을 홍보에 활용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 전시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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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beauty Expo Korea?
1. 원하는 바이어와 K-beauty Expo에서 1:1로 상담하세요!
• KOTRA가 선별하고 초청한 연 매출 1억불 이상의 초대형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기회
• 국내외 유력 유통사와의 MD 구매상담회
• 현장미팅 外 365일 온라인으로도 바이어와 자유롭게 프리매치 상담 가능
• KOTRA 초청 국가별 인플루언서 라이브투어 프로그램
(B2C홍보영상 제작 후 국외 유튜버 유튜브 채널 업로드, 참가기업 제품 해외 홍보 지원)

KOTRA 초청 바이어 포함, 자발적 해외 바이어 방문 지속
2019년

2021년

1,459명

2,242명

2,400명

2,682명

1,285명

2016

1,285

1,459

※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자비 참관 해외 바이어 감소

2,682

2018년

2,400

2017년

2,242

2016년

주요 국내외 바이어

2017

2018

2019

2021

<해외 참가 바이어 수>

날개상사

수출상담회
방문국가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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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beauty Expo Korea?
2. 코로나도 걱정없는, 하이브리드 전시회
• 오프라인 참가시,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 무료 지원
* 바이어와 온라인 프리매칭 상담 상시 가능
* 온라인 전시장 내 제품 소개페이지를 통한 참가기업 홍보

• 화상상담 시스템 완비
• 네이버 쇼핑라이브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
* 쇼호스트, 촬영장비, 스크립트, 음향 등 운영비의 50% 사무국 지원

화상 상담 시스템

온라인 전시관

쇼핑라이브

3. 뷰티 전문 컨퍼런스, 새로운 뷰티 트렌드와 R&D 기술을 K-beauty Expo에서 만나보세요
   2021년 참여 주요 연사진

오윤영 부부장
신한카드

이준배 이사
코스맥스

고재영 수석연구원
아모레퍼시픽

Dr.Barbara Brockway
Scientific Advisor SCS
(Society of Cosmetic Science)

전미영 연구위원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

임준현
패션 & 뷰티브랜드 리더
네이버

김형상 상무
한국콜마

오주영 연구소장
LG생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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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beauty Expo Korea?
4. 참가기업 제품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5. K-beauty Awards 프로그램 운영

• 30만 이상의 국내외 구독자를 보유한 뷰티 유튜버 직접 초청

• 우수 기업 시상 및 차년도 참가비 지원

•	참가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뷰티
박스 제작, 인플루언서 배송
후 블로그 SNS 홍보 진행

어워드 프로그램

어워드 존

6. 참가기업을 위한 사무국 자체 추가 광고 및 홍보
•인
 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플랫폼
0.8리터, 레뷰와 협력을 통한
참가업체 마케팅 지원

• 온라인 광고 (뉴스레터, 공식 SNS 채널, 보도자료)
※ 13년간 축적된 뷰티 업계 관련 DB 10만개 보유

• K-beauty Expo 공식 홈페이지 내 참가기업 자체 이벤트 공지글 게시 지원
• 전시장 입구 대형 PDP 참가기업 홍보영상 상영

•	중국 인플루언서(왕홍/따이공)
실시간 홍보 및 판매 시범 행사
▶

• 전시장 로비 바닥광고 지원 *선착순 마감

2
 1년 기준, 43개사 참가,
현장 매출액 4.25억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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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안내
* 부스시안은 예시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스 유형별 참가비
조립부스

2,900,000원 (VAT 별도)

(기본)

1부스(3m x 3m)

• 간판, 기본조명, 파이넥스, 전기1kw
• 부스당 인포데스크 / 의자 각1개
• 이외 추가 부대시설은 개별 부담
※ 온라인 참가(기본) 무료제공

2,600,000원 (VAT 별도)

독립부스

• 면적만 제공 (최소 신청 단위 : 2부스)
• 부스 장치공사는 참가업체가 장치 업체를 개별 선정하여 직접 시공

←

3m

↑

(KINTEX 지정 협력업체 시공 필수)

1부스(3m x 3m)

→
3m

※ 온라인 참가(기본) 무료제공

↓

• 참가업체 - 바이어 온라인 매칭 플랫폼 제공

온라인

500,000원 (VAT 별도)

(기본)

(통역 등 별도지원사항 없이 상담스케줄 주선 가능한 플랫폼 제공 / 초청바이어 1:1 상담회는 오프라인 참가 기업에 제공)

• 온라인 전시장 내 제품 소개페이지를 통한 참가기업 홍보

* 부스당 최대 50만원 내 중복할인 적용 가능

참가비 할인

1차

2022년 03월 31일 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시

30만원

2차

2022년 06월 30일 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시

20만원

조기신청

재참가 할인

20~21년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참가

20만원

대형규모 할인

6부스 이상 참가시

10만원

중복
할인 가능

* 정가에서 할인율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임금진행 (부가세 별도)
* 온라인 전시회만 참가시 참가비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가 신청 및 일정
온라인 참가신청

참가비(100%)

부대시설비(100%)

1차 조기신청 : 2022. 03. 31(부스당 30만원 할인)
2차 조기신청 : 2022. 06. 30(부스당20만원 할인)

온라인 참가신청 후
1주일 이내

2022. 09. 09(금)

수출상담회 및
부대시설 신청 마감

전시 개최

2022.10.6(목)~8(토)

2022. 09. 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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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K-beauty가
K-beauty 세계로 나아갑니다.

대만 (타이베이)

8.19.(금) ~ 8.22.(월), TWTC, TAIPEI

태국 (방콕)

12월 중, BITEC, BANGKOK

대한민국 (고양)

10.6.(목) ~ 8.(토), KINTEX, KOREA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8.25.(목) ~ 8.27.(토), JIEXPO, JARKARTA

대한민국(고양)

대만 (타이베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22.10.6.(목)~8.(토),
KINTEX, KOREA

2022.8.19.(금)~8.22.(월),
TWTC, TAIPEI

2022.11.25.(목)~11.27.(토),
JIEXPO, JARKARTA

태국 (방콕)
2022.12월 중,
BITEC, BANGKOK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2022
2022. 10. 6 | 목 ~ 8 | 토
킨텍스 1전시장 4 - 5홀

K-beauty Expo 공식 홈페이지

CONTACT LIST

Tel : 031-995-8213 / 8214 / 8215 E-mail : kbeautyexpo@kintex.com / Website : www.k-beautyex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