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ST SHOW REPORT

청 두

1,382백만명
(사천성 88백만명)

$ 11조 7,952억

태 국

$ 4,328억

68백만명

베트남

96백만명

$ 2,158억

4. 19(목) ~ 21(토)
CCNICEC, CHINA

10. 11(목) ~ 14(일)
KINTEX, KOREA

8. 16(목) ~ 20(월)
HKCEC, HONGKONG

8. 24(금) ~ 27(월)
TWTC, TAIWAN

인 구

GDP

홍 콩

7백만명

$  3,322억

상 해

1,382백만명
(상해 24백만명)

$ 11조 7,952억

51백만명

한 국

$ 1조 4,980억

대 만

$ 5,667억

23백만명

7.12(목) ~ 14(토)
BITEC, BANGKOK

5. 19(토) ~ 21(월)
 NECC, CHINA

6. 14(목) ~ 16(토)
SECC, Ho Chi Minh

여러분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에

가 함께합니다.

2018
2018 결과보고서



4. 19(목) ~ 21(토)
CCNICEC, CHINA
(Century City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청
두

23 개사 25 부스

규모

82,000
참관객(명)

3,151
상담실적(백만원)

372
계약실적(백만원)

60.8% 78.2% 95% 78%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상해, 베이징이 아닌 내륙 전시회는 첫 참가인데, 

아직 고가인 LED마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진출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중국 동부지역과 비교했을 때 화장품시장규모나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임. 중국 내륙지방은 

시간을 두고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지역임"



상
해

5. 19(토) ~ 21(월)
NECC, CHINA
(National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67 개사 105 부스

규모

218,000
참관객(명)

13,949
상담실적(백만원)

2,122
계약실적(백만원)

80.8% 86.5% 96% 92%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한국제품은 색조화장품류가 강세라는 편견을 깨고 

K뷰티 기초제품과 리프팅 제품에 대한 

현장 반응이 폭발적임"

"타오바오를 통한 연간 2.5억원 이상 

온라인 판매계약을 제안 받고 검토 중"



6. 14(목) ~ 16(토)
SECC, Ho Chi Minh
(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베
트
남

100 개사 120 부스

규모

8,780
참관객(명)

40,319
상담실적(백만원)

7,223
계약실적(백만원)

69.1% 73.5% 86.8% 79.4%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작년보다 운영 및 홍보에 많은 진전이 있어 만족. 

통역원의 수준과 참관객의 수가 높아 만족하며, 

매년 수준이 향상되리라 기대함"

"베트남 제1의 유통사인 Medicare와 상담을 진행함. 

가격·품질 조건 등이 맞아 향후 4~5개월 간 

현지 인증을 취득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예정임"



7.12(목) ~ 14(토)
BITEC, BANGKOK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

방
콕

93 개사 120 부스

규모

7,213
참관객(명)

25,673
상담실적(백만원)

5,364
계약실적(백만원)

69.1% 73.5% 85.32% 83.49%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이번 방콕전시회는 바이어 상담에 주력하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음. 1:1 바이어 매칭 건수도 

많았고, 상담도 원활히 잘 진행되었음"

"태국 내 타 전시회 대비 주최자 서비스 및 지원, 

바이어 수준이 매우 만족스러웠음. 차기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관객도 더 많이 

방문하기를 희망"



8. 16(목) ~ 20(월)
HKCEC, HONGKONG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홍
콩

27 개사 51 부스

규모

510,000
참관객(명)

8,578
상담실적(백만원)

1,644
계약실적(백만원)

74.1% 70.4% 77.8% 77.8%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홍콩 현지 KOL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이 커서,

전체 판매량의 40% 가까이 차지함. 이미 현장

재고를 모두 소진해 500세트 이상 예약 주문을

받았으며, 홍콩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높은 구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 동안 참여했던 어떤 전시회보다 

유효 바이어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었음. 

TVB(홍콩 유일 방송매체 e-플랫폼), Tmall 등 

빅 바이어 및 많은 유통채널 벤더를 

만날 수 있어 의미있는 행사였음"



대
만

8. 24(금) ~ 27(월)
TWTC, TAIWAN
(Taipei World Trade Center)

60 개사 80 부스

규모

239,168
참관객(명)

7,090
상담실적(백만원)

2,003
계약실적(백만원)

80% 82.3% 94.5% 89.1%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전시회 지원수준
(통역, 운송, 교통/숙박 정보제공 등) (부스 임차료 등)

행사 참가비용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현지 바이어와 미팅을 통해 독점계약 주문을 

받아 수입허가 진행하기로 협의함. 구매력 있는 

바이어 초청 확대를 희망"

"절대적 참관객 수가 많아 홍보 효과가 

높았고 대만 소비자의 반응을 생생히 

볼 수 있어 만족함"



한
국

10. 11(목) ~ 14(일)
SEOUL, KOREA
(ILSAN, KINTEX)

430 개사 750 부스

규모

51,440
참관객(명)

918,207
상담실적(백만원)

23,883
계약실적(백만원)

75.1% 85.55% 90.51% 86.96%

전반적 만족도 재참가 희망 참가기업 수준 전시회 대외적인 홍보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1 참가업체 현장 피드백 2

"바이어 관리가 매우 잘되어 사전주선된 미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일반 참관객이 많아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음"

"이 전시회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의 은혜라고 여겨지며, 태국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동종 업계에도 알릴 예정"



전시회명(국문) 국가 도시 개최일정 웹사이트 문의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용 전시회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pril
4 - 6

www.indobeautyexpo.com
031-995-8134
031-995-8044

중국 상하이 

미용 전시회(CIBE)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상해)

중국 상하이
May
6 - 8

www.chinainternational
beauty.com

031-995-8223
031-995-8227

태국 방콕 

미용 전시회(BBS)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방콕)

태국 방콕
July

11 - 13
www.bangkokbeautyshow.

com 031-995-8045

중국 홍콩 

미용 및 건강 전시회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홍콩)

중국 홍콩
August
15 - 19

http://m.hktdc.com/fair/
hkbeautyexpo-en/HKTDC-
Beauty---Wellness-Expo.

html

031-995-8224

대만 타이베이

미용 전시회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대만)

대만 타이베이
August
23 - 26

www.health-fair-en.top-
link.com.tw

031-995-8223
031-995-8227

베트남 호치민

미용 전시회(SBS) 
(동시개최:K-뷰티엑스포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
September

5 - 7
www.saigonbeautyshow.

com 031-995-8043

제11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대한민국 고양

October
10 - 13

www.k-beautyexpo.co.kr 031-995-8046

2019 개최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