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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BEAUTY EXPO+
‘제11회 2019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결과보고(對外)

2019년 10월 13일_KINTEX

  행사개요 

  ○ 행사명 : 2019 K-BEAUTY EXPO + (PLUS)

            (부제)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 니트패션 위크․가구 트렌드쇼   

  ○ 기    간 : 2019. 10. 10(목) ~ 10. 13(일), 4일간

  ○ 장    소 : KINTEX 3,4,5홀 (32,157m2)

  ○ 주최/주관 : 경기도 / KINTEX,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트라

  ○ 부대행사

  - 통합 체험관(뷰티살롱, 섬유통합체험관, 가구 DIY 체험관) 운영

  -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국내 대형 MD초청 유통상담회

  ○ 참가업체 : 430개사 750부스

  주요결과

   (1) 참가업체 유치 : 430개 업체 / 750부스 

   (2) 초청 해외바이어 : 156개사 (러시아, 미국, CIS, 프랑스, 독일, 중국 등 3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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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관객 수 

     - 총 49,393명 / 외국인 2,682명 (전년대비 외국인 111.8% / *내국인 95.3%)

      *내국인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발 및 사전 언론보도 지양 등 영향 추측

      ※ 2018년 : 총 51,440명 / 외국인 2,400명

   (4) 상담 및 계약실적 : 약 4,183건 상담진행 (‘18년 3,497건 대비 119%)

     - 박람회 전체 실적 (성약액 29,016백만원, ’18년 대비 121%)



- 2 -

구 분
2019년

건수 금액

전체(1+2+3)

상담실적 4,183건 812,199백만원

계약실적(현장) 2,368건 29,016백만원

1. 수출상담회
상담실적 887건 770,057백만원

계약실적(현장) 720건 19,603백만원

2. 구매상담회
상담실적 224건 16,230백만원

계약실적(현장) 106건 8,421백만원

3. 부스운영
상담실적 3,072건 25,912백만원

계약실적(현장) 1,542건 992백만원

(5) 참가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제3자 객관평가)

구분 불만족 만족(보통이상)

전반적 만족도 (‘19년 전반만족도 75.10%) 17.11% 82.89%

재참가 희망 31.42% 68.58%

동종업종의 타업체 추천의향 23.32% 76.68%

기대수준대비 

만족도

참가기업의 수준 15.92% 84.08%

전시회의 장치 및 시설수준 12.33% 87.67%

전시회의 대외적인 홍보(모객활동) 28.57% 71.43%

관람객 유치를 위한 부대행사 26.55% 73.45%

행사 참가비용 적정수준(부스임차료 등)  25.66% 74.34%

전시회 지원수준(안내사인물 등) 21.33% 78.66%

주최측의 행사운영능력 17.77% 82.22%

    * 컨설팅 용역(제3자)을 통한 객관평가 데이터 기준

   (6) 개별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현황

명칭 장소 일시 내용

유럽 화장품 등록 제도
의 중심 , RP

209 10/10목
CPNP 등록의 주체인 RP를 중심으로 유럽 진출의 첫관
문인 유럽 화장품 등록 제도, CPNP에 대한 이해

(경기 니트) 20년도 SS, 
FW시장 패션 트렌드

211 10/10목
20년도 SS, FW시장 패션 트렌드 제시
(신한대학교 신우식 교수)

(경기 니트) 패션 스타
트업 동향

211 10/10목 패션 스타트업 동향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점검

전략적인 유럽 수출을 
위한 라벨 작성법

212 10/10목
까다로운 규정 속에서도, 추가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 
하고 마케팅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CPNP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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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년도(20) 참가예약 : 294개사 377부스 (기참가기업 및 신규기업)

  참가업체 주요의견

  ○ N***** (경기 평택) : 세르비아내 H&B 최대 유통망을 가진 바이어와    모든 

제품라인 및 최근 출시한 한방스킨케어라인에 큰 관심을 보임. 박람회 종료 

후, 세르비아내 수입 업무 진행 예정

  ○ P*** (경기 안성) :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여성크림 및 샴푸 약 5,000개 수

량 수출 계약 진행함. 박람회 종료후 러시아 바이어는 중년 여성 크림 수입 

협의

  ○ I********* (경기 수원) : 중국 유명 교육기관 위생제품 유통망 바이어(Lv 

Shou Group)와 특허를 취득한 마스크팩 약 4,300키트 현장 구매 협의 또한 

중국 위생허가증 발급에 전폭적인 지원 예정향후 중국내 학교 등 납품 제안

등 박람회 종료 후 구체적인 사항 논의 진행

명칭 장소 일시 내용

록하는 방안

2019 글로벌 화장품 
트렌드 포럼 

3F 그랜드볼룸 10/10목
K-Beauty,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아서~'라는 테마로 
전 세계 화장품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별 
화장품 산업 동향, 트렌드 및 성공사례

 한국 K-BEAUTY 
기업을 위한 베트남 

시장 진출 방안 세미나
213 10/10목~11금

베트남 진출 지원 방안 프로그램, 베트남 내 TOP 유통 
채널과의 협업 및 협력속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베트남 진출 방안 프로그램 

중국 화장품 시장 놀라
운 속도변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9 10/11금

중국 위생허가 제도 변화와 온오프라인 유통, 마케팅 
필수사항, 중국향 제품개발, 소비자 동향 분석, 중국 콰
징 전자상거래 역직구 활용방안 등 중국 화장품 시장
관련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대응방향

가구디자인 트렌드 
분석 및 방향

4홀 뒷편 10/11금
우수가구제품 전시, 가구 디자인 트렌드 분석 및 방향 
제시

(경기 니트) 텍스타일 
뷰티 쌀롱

211 10/11금
나에게 잘 어울리는 시그니처 컬러 & 패션 및 
2021 F/W 프리미엄 패션소재 트랜드 

(경기 니트) 전자 섬유 
세미나

211 10/11금 전자섬유 관련 현재 산업현황 및 미래방향 제시

전  FDA 연구원이 
들려주는 "FDA 등록 

알쓸신잡" 
212 10/11금

미국 진출을 위한 FDA 화장품 등록의 팩트 체크 및일
반화장품과 OTC 등록 중 국내 기업에게 유리한 전략
제시 

더 비건 소사이어티 
vs. 브이 라벨, 전격 

비교!
212 10/11금

올해의 가장 ‘핫’한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는 ‘비건
(vegan)’을 소개하고,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비건 
트레이드마크 사용을 위한 비건 화장품 등록 기준과 
방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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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경기 성남) : 러시아내 기초 화장품 판매그룹 바이어사(Magnit 

Cosmetic)가 상담 제품은 자연주의 스킨케어제품 러시아내 수입 약 50만USD 규모 

진행 협의

  ○ S**** (서울 마포) : 상담회장에서 만난 아마존 관계 바이어와 아마존 입점에 대

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 진행하였음

  ○ C*****(강원) : 확정적 베트남 바이어 확보로, 베트남 수출계약 진행 예정이

며. 당사 제품의 한국 도로공사몰 입점 관련 현장 상담

  ○ SHANGHAI ***** (중국 상해) : 국내 현대백화점을 비롯 국내 유통망 

35개사와 긍정적 상담, LG 등 10개사 빅바이어와 수출 계약 진행 약속받음. 

부스위치 및 해외 참가기업에 대한 K뷰티의 배려에 매우 만족하여 차기년도 

참가 신청 내부적으로 확정하였음

  ○ Golden ****** (호주) : 반입한 악어오일 등 전량 현장 판매함. 더욱 많

은 수량을 반입하지 못하여 아쉬웠으나, 국내MD 구매상담회를 통해 홈쇼핑 

업체와 향후 국내 수입 절차 도움받기로 약속함. 전세계 뷰티 박람회를 통

틀어 가장 만족스러운 참가였다고 자체 평가 중임. 

  내년도 박람회 개최 일정(안)

 : 제12회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2020년 10월 15일(목)~17일(토), 3일간, 3+4+5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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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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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