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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9년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화장품·미용 전시회 한국 참가사 모집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코이코(Korea Exhibition Company)에서는 우리 화장품 및 미용업체들의 해외 
시장, 특히 미국을 포함한 기타 아메리카 국가로의 수출을 돕고자 2019년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미용 전시회(2019.07.28.-30)에 한국 참가사를 모집합니다.

3. 2008년부터 코이코가 진행해 온 한국공동관은 2019년에는 특별히 
Professional, Cosmetic & Personal Care, Packaging & Contract Manufacturing 내의 
메인 통로 옆, 최상의 자리에 각각 한국관을 별도로 확보하여, 참가사들이 해당 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에 맞는 바이어와의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선착순 모집이오나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서둘러 참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다          음     ------------------------- 

1) 모집대상 : 화장품 및 전문헤어, 미용기기 및 네일, 도구, 용기 등
2) 참가사 모집 및 주관기관 : 코이코(KOECO)
3) 신청방법 : 유첨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회신
4) 모집기한 : 선착순 마감 
5) 문 의 처 : 코이코 ☎02)577-4927 F.02)577-5928 *info@thekoeco.com

                        담당 김 리나 팀장 (Dir: 02-577-4927)

유첨 1. 전시회 개요 및 한국 공동관 위치 3매
                2. 참가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1매
                3. 참가신청서(회신용) 2매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전시회명
(국문) 2019 북미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화장품·미용 전시회

( ) 2019 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개최국/도시 미국 / 라스베가스 홈페이지 www.cosmoprofnorthamerica.com

전시기간 2019. 07. 28 ~ 2019. 07. 30
전시분야 미용․ 화장품

전시일정

7월 28일 (일) : 10AM – 6PM

7월 29일 (월) : 09AM – 6PM

7월 30일 (화) : 09AM – 3PM

전시장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주최사
Bologna Fiere (Sogecos)와 

PBA 공동주최

전시회개요 - 개최주기: 매년 (2002년 이래로 2019년 17회째)

전시품목

- Professional : 전문헤어, 네일, 도구, 웰니스 & 스파, 화장품

*주요바이어: 수출입업자, 유통사, 대형 슈퍼마켓 유통사, 헤어살롱 

운영자(개인&체인), 웰니스&스파 바이어-호텔&리조트 운영자 등

- Cosmetics & Personal Care (네이처 컨셉트, 유기농 화장품 등만 신청 가능):  

  소매, 화장품, 헤어, 네일, 퍼스널케어

*주요바이어: 소매유통채널 위주(백화점 소매상, 화장품 전문점, 드럭스토어, 

일반 소매상, 온라인 기반 유통사 및 일반 유통사 등)

- Packaging Contract Manufacturing : 팩키징, 제조사

*주요바이어: 패키징&제품 개발 의사 결정권자, 제조사

전시 규모 - 면적 : 약 29,520 sqm (311,150 sqf)

전년도 

전시성과

- 총 전시면적 : 29,520 sqm

- 총 참관객 : 약 40,000명(2017년 대비 9%증가)

- 총 참가업체 : 56개국에서 1,415개사(2017년 대비 10%증가)

- 국가관 :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도미니카 공화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파키스탄, 스페인 등

- 참가바이어: 유통업자, 리테일 바이어, 수출&수업업자, 인터내셔널 바이어, 제

조업자, 공급업자, 살롱체인, 스파/살롱 오너 및 매니저, 컨설턴

트, 네일 아티스트, 테라피스트, 헤어 디자이너, 미용관련 교육기

관 관계자, 학생 등

- 탑5 인터내셔널 바이어 국적 : 캐나다, 멕시코, 중국, 한국, 호주

유첨 1. 전시회 개요 및 한국 공동관 위치



 참가

기대효과

-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북미 유일 프리미어 B2B 미용 박람회이며 수준 

높은 바이어들의 방문, 미팅이 이루어짐

바이어 비율

디스트리뷰터/바이어 

(유통업자, 소매업자, 

수입&수출업자)

제조업자/

서비스 

공급업자

전문가(헤어&네일

살롱관련, 

에스테틱 및 스파) 

기타

40.6% 27.3% 19.7% 12.4%

- 네트워크 형성 : 세계 각국 다양한 업체와 최고의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

- 전 세계 모든 미용 분야의 최신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한 곳에서 쉽게 접하고 

만날 수 있으며, 동종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음

참가비

- 한국관 공동부스/공동장치 (독립부스 동일 금액 적용, 독립부스 24sqm 이상)

 : 임차료$372/sqm+장치비&전기비($300/sqm)+등록비($35)+보험비(94$)

▷ 예) 9sqm 참가시 : ($372 + $300) x 9sqm + $35 + $94

                    =$6,177

                    =약 6,980,010원 (환율: 1,130원, 변동가능성 있음)

▷ 포함 사항 : 명판, 벽체, 카펫, 원형 테이블 1, 의자 4, 인포데스크 1, 

하이쇼케이스 1, 바스툴 1, 목공선반 6, HQI 1, 휴지통 1, 

기타전기

※ 오픈할증료 

2면: 임차비의 5% / 3면: 7.5% / 4면: 10% 추가

한국관

모집개요

- 모집대상 :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기타 연관 품목 수출 유망기업

- 모집업체 수 : 50개사 내외

- 모집부스 : 한국관 9sqm 이상

- 장치형태 : 한국관 공동장치



[한국공동관 위치]



유첨 2. 참가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전시회 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신청서(유첨:3-1, 3-2) 작성, 사업자등록증, 신청금 입금확인증 
코이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참가비
납부 방법

2차에 걸쳐 납부
- 1차: 전시회 참가 신청 시 계약금 400만원
- 2차: 선정 후, 계약금을 제외한 총 참가비 납부

참가계약금 기본 부스 당 400만원(계약금 입금 완료 시점이 참가 신청 완료)
※ 참가사 신청금 납부 후 취소 시, 신청금 반환치 않음.

참가비총액 참가업체 선정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한국 공동관 
부스추첨 부스규모 우선 → 기 참가사 → 추첨

진행 일정

신청가능규모
9sqm / 12sqm / 18sqm / 24sqm 이상 가능
(개별 독립부스 24sqm 이상 신청 가능)

운송마감
해상운송 : 6월 초 (서류 및 창고입고 마감)
항공운송 : 6월 초 (서류 및 창고 입고마감) 

참가사 설명회 4월 말 - 5월 초 예정

참가사 입금처

입금계좌
원화 또는 미화로 입금 가능
원화입금 : 국민은행 787237-04-013051
미화입금 : 국민은행 787268-11-000752

예금주 코이코 김 성수  ※ 기업 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증을 코이코로 송부

코이코 지원 사항

- 참가업체 신청 접수 및 참가비 수납, 전시회 기간 중 현장지원
- 통역추천 등 전시 행정지원
- 부스임차, 장치, 운송, 전시참가에 따른 출장 관련 업무 지원

향후 일정

- 참가 전시회 업무설명회 (부스추첨 및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선정)
- 계약금 제외한 총 참가비 납부
- 참가사 아이디/패스워드 발급 후, 전시회 공식사이트에 참가사 프로필 등록     

문의처

한국 대표부

회사명 코이코 (Korea Exhibition Company / www.thekoeco.com)

부서 해외전시사업부 담당자 김 리나 팀장

Tel/Fax T: 02)577-4927
F: 02)577-5928 이메일 info@thekoeco.com



업체명
(국문)

담

당

자

성명

직위
(영문) 핸드폰

전화번호

대표자

(국문)

팩스번호
(영문)

이메일

핸드폰 URL

주소
국문 우편번호(   -   )

영문

참가비 

납부 

방법

2차에 걸쳐 납부
-1차: 1부스 당 계약금 400만원(계약금 입금 완료 시점이 참가 신청 완료)
-2차: 선정 후 계약금을 제외한 총 참가비 납부

참가사 

입금처 

(원화)국민은행 787237-04-013051/ (외화)국민은행 787268-11-000752

예금주 : 코이코 김 성수 
※ 기업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협회가입사 시 증명서 코이코로 송부요망

유첨 3-1.

 
  

  폐사는 귀사에서 진행하는 “2019 북미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미용 전시회”에 참가하
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신청규모(㎡)

사이즈 기재必
전시품목

공동

부스
독립부스

미국/라스베가스

(07.28-07.30)

프로페셔널 관

코스메틱 관
(네이처 화장품만 

신청 가능)

팩키지 관

※ 공동부스 : 한국 공동관 (공동장치 진행) 
※ 개별독립부스 : 참가회사의 성격에 맞게 참가사 별도의 장치를 하는 것을 지칭함.

대표이사 :                          (서명)                                   
  2019년       월      일                                                      

 귀중
KOREA EXHIBITION COMPANY

2019 해외전시회 참가 신청서 (회신용)



유첨3-2

협  약  서 (회신용)

회 사 명 :
대표이사 :                  (명판, 인감)

당사는 「2019년 북미 코스모프로프 화장품‧미용 전시회」의 참가를 주최사의 한국 

대리인 코이코에 위탁 대행하여 추진함에 있어 성실한 의무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 당사의 참가신청은 신청서 제출과 계약금(부스 임차비의 일부)이 코이코에 입금 되

었을 시 참가 신청완료가 되며, 계약금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

함)에 납부한다. 기한 내에 계약금이 납부되지 않을 시 코이코는 임의로 해당 부스

를 취소할 수 있다.

■ 당사의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 (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회사직원)을 포함, 재

산상에 일어난 손실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주최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

으며,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 스스로가 지고 주최사의 적절한 보험에 가

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요구 시 증명서를 제출한다.

■ 당사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수납 및 코이코가 부과하는 금액을 차질 없이 

납부하며, 당사의 사정으로 신청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선납

된 참가비용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신청금은 일체 다른 

전시회로 이월이 불가하다. 

■ 당사는 전시 개최 90일전 (2019년 03월 04일)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가 발생 

할 경우 신청 부스 참가비의 80%, 40일전은 (2019년 04월 24일) 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시 개최 15일전까지 코이코에 지불한다. 

■ 당사는 도면 작성에 따른 공동이행 사항 및 참가사의 내부설계, 업무 등은 코이코

와 협의 수행토록 한다.

■ 당사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코이코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9년     월     일

       코이코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