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코이코
해외전시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서초동) 신원빌딩 5층

Tel.02-577-5927 l fax.02-57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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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해외전시주관/중국인허가 (위생허가) 대행



러시아

 CIS/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유럽

대한민국대한민국
세계 곳곳에서 만나는 모든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시회를 통해 

우리 상품을전달하는 것!

KOECO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입니다.

Global
KOECO is

COMPANY  
INTRODUCTION

BUSINESS  
AREA

글로벌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한국기업의

효과적인 비즈니스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시회를 통한 한국의 문화와    상품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세계 유명 전시회(약 18개국 50 ~ 60개 국제 전시)에

참가를 도와 해외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만들어 드립니다.

Introduction of Worldwide 

KO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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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해외주관 - 뷰티상품

월별 No 전시회명 전시회 일정 개최도시

1월 1 일본 코스메 도쿄 & 테크 미용 전시회
2019 Cosme Tokyo / Cosme Tech

01. 30 - 02. 01 도쿄

2월
2 영국 프로페셔널 뷰티

2019 Professional Beauty London
02. 24 - 02. 25 런던

3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춘계)
2019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Beijing)

02. 26 - 02. 28 베이징

3월

4 미국 뉴욕 IECSC / IBS 미용 박람회
2019 IECSC NEW YORK / IBS NEW YORK

03. 10 - 03. 12 뉴욕

5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춘계)
2019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Guangzhou)

03. 10 - 03. 12 광저우

6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화장품, 향수, 네이처관, 국가관, 코스모팩, 코스모프라임)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헤어&살롱, 뷰티&스파, 네일)
2019 Cosmoprof Worldwide Bologna

03. 14 - 03. 17

볼로냐

03. 15 - 03. 18

7 독일 뷰티 뒤셀도르프
2019 Beauty Dusseldorf

03. 29 - 03. 31 뒤셀도르프

8 미국 시카고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2019 IECSC CHICAGO

03. 30 - 04. 01 시카고

4월

9 두바이 뷰티월드 미용 전시회 
2019 Beautyworld Middle East Dubai

04. 15 - 04. 17 두바이

10 베트남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2019 Cosmobeaute Vietnam

04. 18 - 04. 20 호치민

11 중국 청두 미용 박람회 (춘계)
2019 China Chengdu Beauty Expo

04. 19 - 04. 21 청두

5월

12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 화장품 박람회 
2019 Vitafoods Europe

05. 07 - 05. 09 제네바

13 중국 제24회 상하이 미용 박람회 (상해 CBE)
2019 China Beauty Expo

05. 20 - 05. 22 상하이

14 브라질 상파울루 화장품 박람회
2019 FCE Cosmetique 

05. 21 - 05. 23 상파울루

6월

15 필리핀 마닐라 필뷰티 미용 박람회
2019 Philbeauty

06. 04 - 06. 06 마닐라

16 미국 라스베가스 IECSC / IBS 미용 박람회
2019 IECSC LAS VEGAS / IBS LAS VEGAS

06. 15 - 06. 17 라스베가스

17 중국 제28회 광저우 건강 산업 박람회
2019 China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Guangzhou)

06. 26 - 06. 28 광저우

7월

18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델리 화장 미용 박람회 
2019 Professional Beauty India Delhi

07. 01 - 07. 02 델리

19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2019 Cosmobeaute Asia

07. 15 - 07. 18 쿠알라룸푸르

20 타이완 국제 바이오 박람회
2019 Bio Taiwan Expo

07. 18 - 07. 21 타이베이

21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박람회 (CIBE) (하계)
2019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Beijing)

07. 24 - 07. 26 베이징

22 미국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2019 Cosmoprof North America

07. 28 - 07. 30 라스베가스

8월 23 베트남 호치민 메콩 뷰티 미용 박람회
2019 Mekong Beauty Show

08. 22 - 08. 24 호치민 

9월

24 남아공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2019 Professional Beauty JHB

09. 03 - 09. 04 (예정) 요하네스버그

25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추계) 
2019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Guangzhou)

09. 05 - 09. 07 광저우

26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추계)
2019 Taipei Autumn Beauty Expo

09. 13 - 09. 17 (예정) 타이베이

27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뭄바이 & CIPI 원료 및 패키징 박람회 
2019 Professional Beauty India Mumbai

09. 16 - 09. 17 뭄바이

해외주관 - 의료기기 · 유기농 등

월별 No 전시회명 전시회 일정 개최도시

2월 1 미국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2019 HIMSS US

02. 11 - 02. 15 올랜도

5월 2
카자흐스탄 제26회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2019 KIHE

05. 15 - 05. 17 알마티

6월
3 독일 뮌헨 화장품 산업 박람회 

2019 Cosmetic Business Munich
06. 05 - 06. 06 뮌헨

4 유럽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2019 HIMSS Europe

06. 11 - 06. 13 헬싱키

월별 No 전시회명 전시회 일정 개최도시
5월 1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 

2019 Vitafoods Europe
05. 07 - 05. 09 제네바

9월 2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2019 Vitafoods Asia

09. 25 - 09. 26 싱가포르

11월

3 미국 써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라스베가스 
2019 SupplySide West Global Expo & Conference

11. 06 - 11. 10 (예정) 라스베가스

4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박람회 
Middle East Organic&Natural Products Expo Dubai 2019

11. 18 - 11. 20 (예정) 두바이

5
중국 제19회 북경 국제유기농식품, 녹색식품산업박람회 
The 19th Beijing International Organic Food and Green Food Exhibition 2019

11. 22 - 11. 24 (예정) 베이징

월별 No 전시회명 전시회 일정 개최도시

9월

28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제 화장미용 박람회 
2019 ITE Ukraine

09. 17 - 09. 19 키예프

29 방콕 비욘드뷰티 아세안 미용 박람회 
2019 Beyond Beauty Asean Bangkok

09. 19 - 09. 21 방콕

30 루마니아 코스메틱 뷰티 헤어 
2019 Cosmetic Beauty Hair

09. 19 - 09. 22 부크레슈티

31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화장품 박람회
2019 Vitafoods Asia

09. 25 - 09. 26 싱가포르

10월

32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2019 Cosmobeaute Indonesia

10. 17 - 10. 19 자카르타

33 미국 플로리다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2019 IECSC FLORIDA

10. 21 - 10. 22 (예정) 플로리다

34 중국 제42회 청두 미용 박람회 (추계)
2019 China Chengdu Beauty Expo

10. 25 - 10. 27 (예정) 청두

35
헝가리 뷰티포럼
2019 Beauty Forum Hungary

10. 26 - 10. 27 (예정) 부다페스트

36
독일 제34회 뷰티포럼 뮌헨
2019 Beauty Forum Munich

10. 26 - 10. 27 (예정) 뮌헨

11월

37
중국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2019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11. 05 - 11. 10 (예정) 상하이

38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OEM,ODM관)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완제품관)
2019 Cosmoprof Asia Hongkong

11. 14 - 11. 16 (예정)
11. 15 - 11. 17 (예정) 홍콩

39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박람회
Middle East Organic&Natural Products Expo Dubai 2019

11. 18 - 11. 20 (예정) 두바이

12월 40 중국 심천 국제 미용 전시회 (CIBE)
2019 China International Beuaty Expo (Shenzhen)

12월 (예정) 심천

원료/포장 · 의료기기 · 건강용품 전시회

유기농 · 식품 · 건강제품 전시회



+KOECO  해외 전시회 진행일정 � � 지역별순 +2019 해외주요전시회

아시아 지역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일본/도쿄 일본 코스메 도쿄 & 테크 미용 전시회 01. 30 - 02. 01 45개국 800업체

2 베트남/호치민 베트남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04. 18 - 04. 20 13개국 216업체

3 필리핀/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필뷰티 미용 박람회 06. 04 - 06. 06 24개국 250업체

4 인도/델리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델리 화장 미용 박람회 07. 01 - 07. 02 25개국 300업체

5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07. 15 - 07. 18 15개국 258업체

6 베트남/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메콩 뷰티 미용 박람회 08. 22 - 08. 24 10개국 200업체 

7 인도/뭄바이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뭄바이 & CIPI 원료 및 패키징 박람회 09. 16 - 09. 17 20개국 250업체

8 태국/방콕 방콕 비욘드뷰티 아세안 미용 박람회 09. 19 - 09. 21 18개국 664업체

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10. 17 - 10. 19 14개국 308업체

필리핀 마닐라 필뷰티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필리핀 마닐라 필뷰티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Philbeauty

개최국/도시 필리핀/마닐라 홈페이지 www.philbeautyshow.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전시기간 2019. 06. 04 - 06. 06

전시장 SMX Convention Center

주최사 UBM Asia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2015년 이래 5회째)

 �필리핀 유일 가장 큰 규모의 뷰티&코스메틱 B2B 박람회

 �주 방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시품목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네일케어, 아로마 테라피, 목욕 용품, 살롱&스파, 전문 미용기기 및 스파 샵 제품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5,000sqm   ·참관객: 15,000명   ·참가업체: 280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250업체, 24개국

 �참관객: 11,280명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델리 화장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델리 화장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Professional Beauty India Delhi

개최국/도시 인도/델리 홈페이지 www.professionalbeauty.in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기기, 헤어, 네일 등 전시기간 2019. 07. 01 - 07. 02

전시장 Pragati Maidan Convention Center

주최사 IX Events Pvt Ltd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1989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인도 전역으로 확장)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의 뷰티산업은 매년 13%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근 2-3년 이내  

중국 뷰티 시장을 뛰어넘는 50%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음.  

동 전시회 주최사는 참가사 정보를 미리 인도 유통업체에 이메일 마케팅하여 뉴스레터를 30,000업체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최측에서 매년 업데이트 된 바이어리스트와 연락처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전에 바이어  

매칭 기회를 극대화 하고 있음

 �특별히 전시회장 곳곳에 마련된 Stage에서 헤어쇼, 네일 시연 등으로 헤어 및 네일관련 참가사들의 큰 만족도를 보임

전시품목
헤어케어/염색/스타일링, 화장품, 스킨케어, 네일케어, 스파 및 스파기기 에스테틱 메디신, 뷰티 및 헤어 기기, 레이저, 

디톡스제품, 시술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9,000sqm   ·참관객 : 15,281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25개국   ·참가업체 : 300개사

 �주요 참가국 : 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등

 �리테일, 백화점, 체인스토어, 드럭스토어, 대형마켓, 온라인스토어, 유통업자, 제조업자 등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바이어들이 방문하는 인도 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전시회 (현지업체 다수참가)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말레이시아 코스모뷰티 아시아 화장품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Cosmobeaute Asia

개최국 도시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홈페이지 www.cosmobeauteasia.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전시기간 2019. 07. 15 - 07. 18

전시장 Putra World Trade Center (PWTC)

주최사 ECMI ITE ASIA ADN BHD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개최 이래로 2019년 13회째)

 �주 방문객 국가구성 : 중국, 홍콩, 이태리,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등 14개국

전시품목 화장품, 바디&헤어케어, 네일, 살롱용 화장품,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오가닉 화장품

전시규모
 �전시규모 : 2019년 기준 총 10,000sqm

 �참관객 수 : 12,316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258개사 이상

 �주요 참가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인도, 한국, 중국 등

베트남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베트남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Cosmobeaute Vietnam 

         - 12th Vietnam Int’l Exhibition & Conference on Cosmetics, Beauty, Hair & Spa

개최국/도시 베트남/호치민 홈페이지 www.cosmobeauteasia.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전시기간 2019. 04. 18 - 04. 20

전시장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ECC)

주최사 ECMI ITE Asia Sdn Bhd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2008년 이래 12회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회

 �베트남 유일 가장 큰 규모의 뷰티&코스메틱 B2B 박람회

 �주 방문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 일본 등    

전시품목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네일케어, 아로마 테라피, 목욕 용품, 살롱&스파, 전문 미용기기 및 스파 샵 제품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4,500sqm   ·참관객 수 : 13,532명   ·참가업체 : 216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216업체, 13개국   ·한국참가사 : 47업체

 �참관객 : 13,532명 (해외 8.75%)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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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스메 도쿄 & 테크 미용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일본 코스메 도쿄 & 테크 미용 전시회 

(영문) 2019 Cosme Tokyo & Cosme Tech

개최국/도시 일본/도쿄 홈페이지 www.cosmetokyo.jp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전시기간 2019. 01. 30 - 02. 01

전시장 Makuhari Messe

주최사 Reed Exhibition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 1회   ·  제7회 코스메 도쿄 / 제9회 코스메 테크

 �참가국 (예정) :  대만, 태국, 한국, 중국,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영국, 스페인, 탄자니아,  

 남아공, UAE 등

전시품목
화장품, 바디 & 헤어케어, 살롱용 화장품,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오가닉 화장품, OEM/ODM, 용기, 원료,  

실험/테스팅, POP디스플레이 등

전시규모  �2018년 총 20,000㎡   ·참관객 수 : 25,295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45개 국가

 �주요 참가국 :  호주, 벨기에, 불가리, 중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이태리, 폴란드,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포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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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치민 메콩 뷰티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베트남 호치민 메콩 뷰티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Mekong Beauty Show

개최국/도시 베트남/호치민 홈페이지 www.mekongbeautyshow.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전시기간 2019.08.22-08.24

전시장 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ECC)

주최사 Informa Exhibition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매년 (2017년 이래 3회째)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신흥 미용 전시회

 �2019년부터 “Vietbeauty”와 동시 진행 

전시품목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네일케어, 아로마 테라피, 목욕 용품, 살롱&스파, 전문 미용기기 및 스파 샵 제품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10,000sqm   · 참관객: 11,000명   · 참가업체: 220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206업체, 10개국   ·참관객: 10,000명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뭄바이 & CIPI 원료 및 패키징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인도 프로페셔널 뷰티 뭄바이 & CIPI 원료 및 패키징 박람회

(영문) 2019 Professional Beauty India Mumbai

개최국/도시 인도/뭄바이 홈페이지 www.professionalbeauty.in

전시분야 미용, 화장품 전시기간 2019. 09. 16 - 09. 17

전시장 Bombay Exhibition Center

주최사 IX Events Pvt Ltd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1989년 런던에서 첫 개최를 시작으로 남아공, 두바이 등 전 세계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음)

 �인도 지역 가장 큰 뷰티 전문 전시회로서, 뷰티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바이어와 참관객들이 대거 방문.  

매년 기참가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16년도부터 화장품 회사들의 많은 문의로, 한국관이 개설되었고  

그 규모를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음

 �현지에서 참가사 정보를 미리 인도 유통업체에 이메일 마케팅하여 뉴스레터를 30,000업체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주최측에서 매년 업데이트 된 바이어리스트와 연락처를 제공하여 사전에 바이어 매칭 기회를 

극대화 하는 등 세심한 서비스가 돋보임

 �사전에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스 내에서의 미팅을 어레인지 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바이어매칭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여, 철저히 B2B에 집중하는 전시회로서 변모하고자 노력 중             

 �특별히 17년도부터 옆 홀에 패키징 및 원료 전문관을 개설하여, 현지의 다양한 화장품 업체와 한국의  

패키징 및 원료 전문사간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개설하였으며, 적극적인 현지 주최사의  

서포트로 많은 미팅이 성사됨

전시품목
헤어케어/염색/스타일링, 화장품, 스킨케어, 네일케어, 스파 및 스파기기 에스테틱 메디신, 뷰티 및 헤어 기기,  

레이저, 디톡스제품, 시술 등

전시규모  �전시회 규모 : 8,000sqm 이상 (CIPI별도)   ·참관객 수 : 14,826명 이상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20개국   ·참가업체 및 브랜드 : 250개사 이상 참가 

 �주요 참가국 : 인도, 네팔, 타이완, 영국, 부탄, 러시아, 방글라데시, 한국 등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인도네시아 코스모뷰티 화장품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Cosmobeaute Indonesia

개최국/도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홈페이지 www.cosmobeauteasia.com/index.php/indonesia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전시기간 2019. 10. 17 - 10. 19

전시장 Jakarta Convention Centre (JCC), Indonesia

주최사 ECMI ITE ASIA ADN BHD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개최 이래 2019년 기준 14회째) /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순회 진행

 �주 방문객 국가 구성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한국, 싱가포르, 파키스탄 등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뷰티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전시회로, 뷰티 살롱/스파/에스테틱 운영자뿐  

아니라 현지 유통업자/도매업자 모두 주목하는 전시회

전시품목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제품, 네일 케어, 아로마 테라피 상품, 목욕 용품, OEM/ODM 제품, 원료, 살롱, 스파, 미용용품, 

전문 미용기기 및 스파 샵 제품 등

전시규모  �총 전시 면적 : 총 11,000sqm   ·참관객 수 : 15,5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14개국 308업체 (한국 참가사 46개 업체)   · 국가관 : 한국, 대만, 폴란드, 태국, 싱가포르

 �2017년 기준 2016년 대비 전시 규모가 400sqm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총 한국 참가사 수 또한 30개사 가량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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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비욘드뷰티 아세안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방콕 비욘드뷰티 아세안 미용 박람회 

(영문) Beyond Beauaty ASEAN - Bangkok

개최국/도시 태국/방콕 홈페이지 www.beyondbeautyasean.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허브 전시기간 2019. 09. 19 - 09. 21

전시장 IMPACT Convention Centre

주최사 Informa Exhibition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 구성 :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세계적인 전시회사 인포마가 ASEAN국가를 타켓으로 진행하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아세안화장품협회를 비롯 태국화장품제조협회 등 수많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음  

전시품목 화장품, 미용, 에스테틱, 네일, OEM, ODM, 기기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20,000sqm   ·참관객 : 약 20,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664개사   ·한국공동관 : 104개사  / 18개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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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춘 · 추계)

전시회명
(국문) 2019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춘·추계)

(영문)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Guangzhou)

개최국/도시 중국/광저우 홈페이지 www.cantonbeauty.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기기, 네일, 헤어, 스파용품 전시기간
2019. 03. 10 - 03. 12 (춘계)

2019. 09. 05 - 09. 07 (추계)

전시장
Area A&B&C, China Import & Export Fair Complex Guangzhou,  

Nan fung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주최사 Guangdong Beauty & Cosmetic Association

전시회개요

 �현재까지 총 50회를 개최한 전시회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 미용 전문박람회

 �상해의 "중국 상해 미용 박람회",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와 더불어 중국 및 아시아 지역 미용 시장을 이끄는  

대표 전문 미용 전시회

전시품목

<B구역>

 �9.1관 : 뷰티 살롱 제품 / OEM&ODM / 설비

 �10.1관 : 중국 전통 건강 제품

 �11.1관 : 중국 전통 건강 제품 / 네일제품 / 속눈썹제품

 �12.1관 : 네일제품 / 반영구 문신 전문관

 �13.1관 : 네일 / Hand&Foot 전문관

 �9.2관 : 국제 브랜드관 / 메디칼 코스메틱 / 의료설비

 �10.2관 : 국제 브랜드관 / 메디칼 코스메틱

 �11.2관 : 국제 브랜드관

 �12.2관 : 메디칼 코스메틱

 �13.2관 : 국제 브랜드관

 �9.3관 : 뷰티 살롱 제품 / 휘트니스 제품

 �10.3관 : 뷰티 살롱 제품 / 안티에이징, 화이트닝 제품

 �11.3관 : 뷰티 살롱 제품 / 의료설비

전시규모 300,000sqm (총 30개 홀)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36개 국가

 �주요 참가국 :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인도, 태국, 한국, 미국, 필리핀 등

중국 청두 미용 박람회 (춘 · 추계)

전시회명
(국문) 중국 청두 미용 박람회 (춘·추계)

(영문) China Chengdu Beauty Expo 2019

개최국/도시 중국/청두 홈페이지 www.meibohui.com

전시분야
미용용품, 화장품, 향수, 메이크업, 헤어제품, 네일, 

뷰티살롱제품, 설비, 원료, 액세서리 등 모든 미용관련제품
전시기간

2019. 04. 19 - 04. 21 (춘계)

2019. 10. 25 - 10. 27 (추계 예정) 

전시장 세기성신국제전람센터 (世纪城新国际会展中心)

주최사 Informa Exhibition Co.,Ltd, 成都维纳美博 , 上海百文

전시회개요

 �China Chengdu Beauty Expo 

청두미박회 (CCBE)는 1997년 11월 창립한 중국 중서부지역의 첫 번째 미용박람회입니다. 20년 동안 중국 중서부지역 

시장을 장악하였고, 중국 서부지역의 최고 전시회로 자리 잡음. 또한 전 세계 Top3 전시그룹인 Informa, 중국 최대규모 

상하이미용박람회 (CBE) 주최사인 상하이바이원회전유한공사 (上海百文会展有限公司)와 청두미박회가 협력 진행하는 

전시회로서 중국 중서부지역 전시회 중 가장 글로벌한 전시회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CBE Gorgeous Buyers 

상해미용박람회가 확보한 서남지부의 대리상, 도소매상 및 바이어를 대거 초청 예정

 �Excellent Location 

특히 국제관이 진행되는 3호관은 청두미박회 전시장을 들어가는 메인 출입구가 비치된 전시관으로써  

바이어 동선에 최적화 됨

전시품목 미용용품, 화장품, 향수, 메이크업, 헤어제품, 네일, 뷰티살롱제품, 설비, 원료, 액세서리 등 모든 미용관련제품 

전시규모 총 70,000sqm 이상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26개국, 1,000여 개사

 �주요 참가국 : 한국, 미국, 독일, 대만, 일본, 홍콩, 태국 등

 �참관객: 10만여 명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중국/베이징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CIBE) (춘 · 하계)
02. 26 - 02. 28 (춘계)
07. 24 - 07. 26 (하계)

15개국 325업체

2 중국/광저우 중국 광저우 국제 미용 박람회 (춘 · 추계)
03. 10 - 03. 12 (춘계)
09. 05 - 09. 07 (추계)

36개국 3,500업체

3 중국/청두 중국 청두 미용 박람회 (춘 · 추계)
04. 19 - 04. 21 (춘계)
10. 25 - 10. 27 (예정)

26개국 1,000여 개사

4 중국/상하이 중국 제24회 상하이 미용 박람회 (상해 CBE) 05. 20 - 05. 22 45개국 3,500업체

5 중국/광저우 중국 제28회 광저우 건강 산업 박람회 06. 26 - 06. 28 40개국 2,400업체

6 타이완/타이베이 타이완 국제 바이오 박람회 07. 18 - 07. 21 43개국 600업체

7 타이완/타이베이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추계) 09. 13 - 09. 17 (예정) 16개국 200업체

8 중국/상하이 중국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11. 05 - 11. 10 (예정) 30개국 1,000업체

9 중국/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OEM,ODM관)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완제품관)
11. 14 - 11. 16 (예정)
11. 15 - 11. 17 (예정)

49개국 2,698업체

10 중국/심천 중국 심천 국제 미용 전시회 (CIBE) 12월 (예정) 예정

중국 지역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CIBE) (춘 · 하계)

전시회명
(국문) 중국 베이징 국제 미용 화장품 박람회 (CIBE) (춘계·하계)

(영문) 2019 China International Beauty Expo (Beijing)

개최국/도시 중국/베이징 홈페이지 www.bjbeautyexpo.com

전시분야 화장품, 성형/미용 의료기기, 헤어, 네일용품 등 전시기간
2019. 02. 26 - 02. 28 (춘계)

2019. 07. 24 - 07. 26 (하계)

전시장 국가 회의 중심

주최사 Guangdong Beauty & Cosmetic Association

전시회개요

 �1997년부터 개최되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전시회

 �중국 북방지역 최대 규모, 최대 영향력을 자랑하는 전시회

 �중국의 미용 신기술, 시장동향, 유행, 중국 미용 업계 제도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회

전시품목 스킨케어, 화장품, 피부미용관련 제품, 시술, 성형술, 스파기기, 네일, 헤어 등

전시규모 총 24,000sqm 이상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15개 국가   · 주요 참가국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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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중국 제2회 국제 수입 박람회

(영문)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개최국/도시 중국/상하이 홈페이지 www.ciie.org

전시분야
스마트 및 고급장비, 가전제품, 자동차,  

패션 및 생활소비재,식품 및 농산품, 의료기기 등 
전시기간 2019. 11. 05 - 11. 10 (예정)

전시장 국가회의중심 (상하이)

주최사 중국대외무역광저우물업개발공사, 상하이 시 정부, 중국 상무부 

전시회개요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국가차원의 중점 사업 (시진핑, 각국 정상 참석 예정)

 �중국 정부가 각국 공관장에게 지시, 많은 국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전세계 500대기업 중  

다수가 참가의향을 보이고 있음

 �중국 각 성시에도 바이어를 모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15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올 것으로 예상

전시품목 스마트 및 고급장비, 가전제품, 자동차, 패션 및 생활소비재, 식품 및 농산품, 의료기기 등 

전시규모 총 240,000sqm 이상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30개 국가

 �주요 참가국 :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대만, 홍콩, 이탈리아,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타이완 국제 바이오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타이완 국제 바이오 박람회

(영문) 2019 BioTaiwan

개최국/도시 타이완/타이베이 홈페이지 www.bioclub.com.tw/en

전시분야 뷰티, 미용관련 전시기간 2019. 07. 18 - 07. 21

전시장 타이페이 월드 트레이드 센트-난강 전시홀

주최사 Chan-Chao International Co., Ltd.

전시회개요

 �건강식품&영양보조식품구가 면적으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각 업계별로 부스들이 나뉘어져 있어 산업 분류가 

확실한 전시회

 �2016년 20개국에서 650업체가 참가하였으며, 6만명 이상의 참관객 동원

 �생명공학 개발에 힘쓰고 의료 세계화에 새로운 기회 제공

전시품목 의료기기, 약품, 위생제품, 화장품, 미용학, 미용용품, 생물공학 등

전시규모
 �참가업체 수 : 43개 국가, 600업체

 �참가국 : 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 호주, 한국 등 방문객: 100,000여 명

전년도 성과
 �다양한 컨퍼런스, 세미나 그리고 워크샵, 각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참가사들과 바이어의 1대1 미팅 주도

 �대만의 여러 핵심 회사들, 다국적기업과 투자자들이 바이오 타이완에 참가하여 대만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증명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추계)

전시회명
(국문) 2019 타이페이 국제 미용 화장품전 (추계)

(영문) 2019 Taipei Autumn Beauty Expo

개최국/도시 타이완/타이베이 홈페이지 expo.udn.com

전시분야 뷰티, 미용, 네일, 반영구 전시기간 2019. 09. 13 - 09. 17 (예정)

전시장 TWTC 타이페이 세계 무역 센터

주최사 UDN Daily News Group

전시회개요

 �현재까지 총 28회 진행되었으며 대만지역에서 제일 큰 미용 전문 전시회

 �대만 매스미디어 연합단체에서 주관하는 대만 미용업계에서도 대표성을 띄는 전시회 

 �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B2C에서 점점 B2B로 전문화 되고 있음

전시품목 스킨케어, 마스크팩, 네일, 헤어, 스파, 에스테틱, 미용기기, 의료기기, 패키징, OEM, ODM 등

전시규모  �약 25,000sqm

전년도 성과
 �총 전시면적 : 14,300㎡      ·총 전문 바이어 수 : 약 10,000명 

 �총 참관객 수: 약 195,300명      ·총 참가업체 : 16여 개국, 2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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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24회 상하이 미용 박람회 (상해 CBE)

전시회명
(국문) 중국 제24회 상하이 미용 박람회 (상해 CBE)

(영문) 24th China Beauty Expo (Shanghai CBE)

개최국/도시 중국/상하이 홈페이지 www.chinabeautyexpo.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향수, 헤어제품, 용기, 원료 전시기간 2019. 05. 20 - 05. 22

전시장 상해신국제전람센터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푸동)

주최사 Informa Exhibition Co.,Ltd

전시회개요

 �중국 최대 화장품 전시회로서 45개국 3,500업체가 참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미용 전문 전시회

 �화장품을 비롯하여, 용기, 헤어, 스파 영역으로 확대 중

 �중국 바이어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 비율이 높은 전시회 임

전시품목

 �W1관 : 스킨케어, 개인 케어용품 (중국관)

 �W2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향수, 색조 화장품, 메이크업 제품

 �W3관 : 개인 케어용품 / 아동용품 / 구강 관리 용품

 �W4관 : 한국관 / 패키징

 �W5관 : 패키징 / 기기, 설비

 �E1관 : 스킨케어, 개인 케어용품 (중국관)

 �E2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E3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화장품관 / 스킨, 개인 케어용품 / Natural Health

 �E4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전문 뷰티 살롱 및 SPA제품 / 미용기기, 네일, 헤어

 �E5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미용기기, 네일, 헤어

 �E6관 : 한국관 / 마스크팩 전문관, Online Commerce

 �N1관 : OEM,ODM관 / 패키징

 �N2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원료 / 패키징

 �N3관 : 국제관 (International) / 기기, 설비

 �N4관 : 한국관 / 패키징, 설비 전문관

 �N5관 : 한국관 및 국제관 (International) /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 향수

전시규모 약 250,000sqm 이상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45개 국가

 �주요 참가국 :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대만, 홍콩, 이탈리아,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중국 제28회 광저우 건강 산업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중국 제28회 광저우 건강 산업 박람회

(영문) China (Guangzhou)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2019

개최국/도시 중국/광저우 홈페이지 www.djkz.org

전시분야 건강, 헬스케어, 미용 등 전시기간 2019. 06. 26 - 06. 28

전시장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파저우전시장)

주최사 Guangzhou Informa Yi fan Exhibitions Co., Ltd

전시회개요

 �현재까지 총 27회 진행되었으며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산업 박람회로 알려져 있음

 �B2B 전문 전시회이며 특히 국제관이 진행되는 12.2관은 한국관 위치가 전시장 메인 출입구와 가까워  

바이어 동선에 최적화 됨

 �중국의 “건강중국2030” 정책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Supply Side West 의 시리전인 Supply Side China를 동시에 진행

전시품목 스킨케어, 미용기기, 의료기기, 헬스용품, 주름제거 시술, 리프팅, PDO매선, 건강식품, 의약품, 다이어트약 등 

전시규모 약 60,000sqm 이상

전년도 성과
 �총 전시면적 : 76,000㎡      ·총 전문 바이어 수 : 약 84,000명 

 �총 참관객 수: 약 132,000명      ·총 참가업체 : 40여 개국, 2,40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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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미국/뉴욕 미국 뉴욕 IECSC / IBS 미용 박람회 03. 10 - 03. 12 10개국 325업체

2 미국/시카고 미국 시카고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03. 30 - 04. 01 5개국 200업체

3 미국/라스베가스 미국 라스베가스 IECSC / IBS 미용 박람회 06. 15 - 06. 17 42개국 600업체

4 미국/라스베가스 미국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07. 28 - 07. 30 56개국 1,415업체

5 미국/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10. 21 - 10. 22 (예정) 7개국 200업체

미국 뉴욕 IECSC / IBS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미국 뉴욕 IECSC / IBS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IECSC NEW YORK / IBS NEW YORK

개최국/도시 미국/뉴욕 홈페이지
www.iecscnewyork.com

www.ibsnewyork.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스파 전시기간 2019. 03. 10 - 03. 12

전시장 Jacob Javits Convention Center (JJCC)

주최사 Questex Media Group In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IECSC 연 4회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순회) / IBS 연 2회 (뉴욕, 라스베가스 순회)

 �제18회 IECSC 뉴욕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 제 102회 IBS 뉴욕 인터내셔널 뷰티쇼

 �뉴욕 IECSC 

-  미국 북동부 지역 최대 스파/에스테틱 전문 전시회로, IECSC 시리즈 중 규모 대비 가장 많은 참관객이 유입되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시회 

-  총 참관객 중 82%가 제품 구매 및 계약 체결 최종 결정권자, 91%가 전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바 있는 등 구매력  

높은 전시회

 �뉴욕 IBS 

-  올해로 102회째를 맞이하는 미국 내 뷰티 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헤어/메이크업/네일 전문 전시회. 

 IBS 뉴욕 참관객은 IECSC 뉴욕을 무료로 참관 가능 

-  참관객의 40% 가량이 살롱 운영자 또는 매니저로 보고되었으며, 81%가 구매 결정권자, 95%가 전시 기간 중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구매력 높은 전시회

전시품목

 �뉴욕 IECSC :  스파/에스테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모, 자체 개발 상품 (PB상품), 마사지,  

 반영구 시술, 미세 박피술 및 기계, 미용 장비 및 부자재, 태닝, 팩키징 등

 �뉴욕 IBS :  헤어 제품, 가발, 두발 연장, 헤어 액세서리, 메이크업 및 서비스, 네일 케어 제품, 맨즈 그루밍 제품,  

 헤어 장비, 속눈썹 연장 등

전시규모  �총 전시 면적 : 410,000sqft   · 총 참가 업체 수 : 875여 개   · 총 참관객 수 : 82,400여 명

전년도 성과

 �뉴욕 IECSC 

- 총 전시 면적 : 119,000sqft 

- 총 참가 업체 : 14개국, 325개 업체 

- 참관객 수: 43개국, 15,900여 명

 �뉴욕 IBS 

- 총 전시 면적 : 274,000sqft 

- 총 참가 업체 : 15개국, 550여 업체 

- 참관객 수 : 80여 개국, 66,500여 명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홍콩 국제 미용 전시회

(영문) 2019 COSMOPROF ASIA HONGKONG

개최국/도시 중국/홍콩 홈페이지 www.cosmoprof-asia.com

전시분야
화장품, 헤어, 스파, 네일, 미용기기 및 기계, 

소도구, 유기농, OEM/ODM, 패키징, PL 등
전시기간

2019. 11. 14 - 11. 16 (OEM,ODM관)

2019. 11. 15 - 11. 17 (완제품관) (예정)

전시장 Hong-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 ASIA WORLD EXPO

주최사 BolognaFiere/UBM KOREA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1회

 �세계 뷰티 박람회 중 가장 유래가 깊은 전시주최사인 Bologna Fiere에서 주최한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아시아 권에서 가장 유명한 전시회로 매년 참가사들의 재 참가가 이어지며, 세계 각국의 모든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뷰티업계 축제의 장

 �199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세계 3대 미용·화장품박람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 전 세계 129개국에서 참관하고, 49개국에서 참가사가 모여 전 세계 해외 바이어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며, 

아시아 뷰티시장 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전시품목

 �Hall 1E : 화장품완제품 (기초, 색조), 향수, 천연화장품, 세면도구

 �Hall 3E : 전문 뷰티 살롱, 스파, 미용 부자재, 미용의료기기 등

 �Hall 5C : 헤어관련 기기 및 제품, 네일관련 제품 및 액세서리 

 �Emerging Beauty : 신규업체 및 완제품 화장품 Complex sector 

 �AWE : 용기, 원자재, 기계, 라벨, 제조, OEM/ODM 등

전시규모  �전시회 면적 : 98,000sqm  ·참관객 수 : 129개국 76,818명 (해외참관객 : 53,398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49개국 

 �참가업체 : 2,698개사

 �주요 참가국 :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캘리포니아, 캐나다, 중국, 프랑스,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폴란드, 스위스, 대만, 태국, 터키,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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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전시회명
(국문) 미국 코스모프로프 라스베가스

(영문) 2019 Cosmoprof North America Las 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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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용기 전시기간 2019. 07. 28 - 07. 30

전시장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주최사 Bologna Fiere, PBA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2002년 이래로 18회째)

 �북미 유일 프리미어 B2B 미용 박람회이며 수준 높은 바이어들이 방문,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

 �주 방문국 : 캐나다, 멕시코, 중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

전시품목
 �프로페셔널 관 : 화장품, 전문헤어, 네일, 도구, 웰니스 & 스파

 �리테일 관 : 화장품 & 퍼서널 케어   ·용기 관 : 용기, 계약제조사

전시규모  �전시면적 : 24,000sqm   ·참가업체 : 1,415업체   ·참관객 : 30,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56개국, 1,415업체 (해외 450업체)   ·한국참가사 : 108업체

 �참관객 : 30,000명 (해외 6,600명)

미국 플로리다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미국 IECSC 플로리다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영문) 2019 IECSC FLORIDA

개최국 도시 미국/플로리다 홈페이지 www.iecscflorida.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스파 전시기간 2019. 10. 21 - 10. 22 (예정)

전시장 Broward County Convention Center

주최사 Questex Media Group In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 4회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순회)

 �참관객 분포도 :  

에스테티션/스킨 케어 전문가 40% - 스파&살롱 임원진 및 운영진 39% - 세일즈/마케팅/컨설팅 7% 등

 �총 참관객 중 91%가 제품 구매 및 계약 체결 최종 결정권자, 89%가 전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바 있는 등  

구매력 높은 전시회

전시품목
스파/에스테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모, 자체 개발 상품 (PB상품), 마사지, 반영구 시술,  

미세 박피술 및 기계, 미용 장비 및 부자재, 태닝, 팩키징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 6,000sqm   ·참가업체 : 200업체   ·참관객 : 6,000여 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200여 업체

 �참관객 : 7개국, 5,500명

16 ∕ 17

미국 시카고 IECSC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미국 IECSC 시카고 국제 미용 & 스파 전시회

(영문) 2019 IECSC CHICAGO

개최국/도시 미국/시카고 홈페이지 www.iecscchicago.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스파 전시기간 2018. 03. 30 - 04. 01

전시장 McCormick.Place

주최사 Questex Media Group In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 4회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순회)

 �참관객 분포도 :  

에스테티션/스킨 케어 전문가 44% - 스파&살롱 임원진 및 운영진 32% - 미용사/네일 아티스트 6% 등

 �  총 참관객 중 85%가 제품 구매 및 계약 체결 최종 결정권자, 81%가 새로운 제품군을 구매하기 위해  

전시회를 참가하는 등 구매력 높은 전시회 

 �America Beauty Show (ABS)와 동시 개최

전시품목
스파/에스테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모, 자체 개발 상품 (PB상품), 마사지, 반영구 시술,  

미세 박피술 및 기계, 미용 장비 및 부자재, 태닝, 팩키징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 3,500sqm   ·참가업체 : 200여 업체   ·참관객 : 6,000여 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5개국, 200여 업체   ·참관객 : 6,700명

미국 라스베가스 IECSC / IBS 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미국 라스베가스 IECSC / IBS 미용 박람회

(영문) 2019 IECSC LAS VEGAS / IBS LAS VE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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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ibslasvegas.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스파 전시기간 2019. 06. 15 - 06. 17

전시장 Las Vegas Convention Center

주최사 Questex Media Group In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IECSC 연 4회 (뉴욕, 시카고,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순회) / IBS 연 2회 (뉴욕, 라스베가스 순회)

 �제 28회 IECSC 라스베가스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 제 28회 IBS 라스베가스 인터내셔널 뷰티쇼

 �라스베가스 IECSC 

- IECSC 시리즈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회 

-  총 참관객 중 90%가 제품 구매 및 계약 체결 최종 결정권자, 87%가 전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바 있는 등  

 구매력  높은 전시회

 �라스베가스 IBS 

-  총 참관객 중 94%가 전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바 있고, 86%가 제품 최종 구매 결정을 추천하거나 결정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된 구매력 높은 헤어/메이크업/네일 전문 전시회 

-  참관객 분포도 :  살롱/스파 임원진 및 운영진 41% - 스타일리스트/컬러리스트/살롱 임대인 35%  

- 네일케어  전문가 10% - 에스테티션/메이크업 아티스트 7% 등

전시품목

 �라스베가스 IECSC :  스파/에스테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모, 자체 개발 상품 (PB상품),  

마사지, 반영구 시술, 미세 박피술 및 기계, 미용 장비 및 부자재, 태닝, 팩키징 등

 �라스베가스 IBS :  헤어 제품, 가발, 두발 연장, 헤어 액세서리, 메이크업 및 서비스, 네일 케어 제품,  

맨즈 그루밍 제품, 헤어 장비, 속눈썹 연장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 17,800sqm   ·참가업체 : 1,000여 업체   ·참관객 : 44,000여 명

전년도 성과

 �라스베가스 IECSC 

- 총 전시면적 : 8,800sqm   - 총 참가업체 : 42개국, 600여 업체   - 참관객 수 : 22,600여 명

 �라스베가스 IBS 

- 총 전시면적 : 9,000sqm   - 총 참가업체 : 400여 업체   - 참관객 수 : 21,0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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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뷰티 뒤셀도르프

전시회명
(국문) 독일 뷰티 뒤셀도르프

(영문) 2019 Beauty Dusseldorf

개최국/도시 독일/뒤셀도르프 홈페이지 www.beauty-duesseldorf.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전시기간 2019. 03. 29 - 03. 31

전시장 Fair ground Dusseldorf

주최사 Messe Dusseldorf GmbH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최신 미용 제품, 최신 트렌드 및 인기있는 트리트먼트 - 화장품, 네일, 발, 웰빙 및 스파에 대한 주요 국제 박람회

전시품목 스킨 및 바디 케어, 발 치료, 향수, 반영구 화장, 네일, 썬케어, 스파, 미용 액세서리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23,486sqm   ·참관객 수 : 약 67,788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631개사   ·참가국 : 29개국

 �주요 참가국 :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폴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한국 등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제 화장미용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제 화장미용 박람회

(영문) 2019 InterCharm Ukraine

개최국/도시 우크라이나/키예프 홈페이지 www.intercharm.ua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스파, 헤어, 네일 전시기간 2019. 09. 17 - 09. 19

전시장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주최사 ITE Ukraine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동유럽, CIS 지역 내 가장 큰 전시회. 매년 40개국에서 5만여 전문 바이어들 방문. 특별히 러시아, 헝가리,  

이탈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인근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가장 많은 바이어가 방문하며, 현지에서 제공하는  

Business matching 프로그램을 통해 유효한 바이어와의 미팅을 가질 수 있는 현지 최고 규모의 전시회

 �최근 한국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필러, 인젝션, 패키징, 원료 등 다양한 참가사와의 미팅을 희망하는  

현지 바이어의 문의가 쇄도하여, 특별히 한국참가사들에 대한 세심한 케어를 보이고 있음

전시품목 화장품, 미용 기기, 헤어, 네일, 스파, 원료, 패키징 등 뷰티관련 모든 품목 

전시규모  �전시회 규모 : 22,400sqm   ·참관객 수 : 67,010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35개국   ·참가업체 : 611개사

 �주요 참가국 :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중국, 헝가리, 이란,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포르투갈,  

 스페인, 우크라이나, 미국, 한국 등 

루마니아 코스메틱 뷰티 헤어

전시회명
(국문) 루마니아 코스메틱 뷰티 헤어

(영문) 2019 Cosmetic Beauty Hair

개최국/도시 루마니아/부쿠레슈티 홈페이지 www.expocosmetics.ro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스파, 헤어, 네일 전시기간 2019. 09. 19 - 09. 22

전시장 Romexpo Exhibition Centre

주최사 Romexpo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루마니아 최대 화장품 미용 전시회

 �인근국가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마련 / 주요 협회, 교육기관, 미디어와 협업을 통한 홍보/네트워킹  

형성 기회 마련

전시품목 화장품, 미용 기기, 헤어, 네일, 스파, 원료, 패키징 등 뷰티관련 모든 품목 

전시규모  �전시회 규모 : 6,128sqm   ·참관객 수 : 10,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7개국   ·참가업체 : 137개사

 �주요 참가국 : 불가리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

18 ∕ 19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영국/런던 영국 프로페셔널 뷰티 02. 24 - 02. 25 10개국 650업체

2 이태리/볼로냐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화장품, 향수, 네이처관, 국가관, 코스모팩, 코스모프라임)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헤어&살롱, 뷰티&스파, 네일)

03. 14 - 03. 17 

03. 15 - 03. 18
70개국 2,822업체

3 독일/뒤셀도르프 독일 뷰티 뒤셀도르프 03. 29 - 03. 31 29개국 631업체

4 우크라이나/키예프 인터참 우크라이나 국제 화장미용 박람회 09. 17 - 09. 19 35개국 611업체

5 루마니아/부쿠레슈티 루마니아 코스메틱 뷰티 헤어 09. 19 - 09. 22 7개국 137업체

6 헝가리/부다페스트 헝가리 뷰티포럼 10. 26 - 10. 27 (예정) 10개국 150업체 

7 독일/뮌헨 독일 제34회 뷰티포럼 뮌헨 10. 26 - 10. 27 (예정) 37개국 1,100업체

영국 프로페셔널 뷰티

전시회명
(국문) 영국 프로페셔널 뷰티

(영문) 2019 Professional Beauty LONDON 

개최국/도시 영국/런던 홈페이지 www.professionalbeauty.co.uk

전시분야 미용, 화장품, 네일, 헤어 전시기간 2019. 02. 24 - 02. 25

전시장 Excel London

주최사 Trades Exhibitions Ltd.

전시회개요
영국 및 유럽 전 지역, 아시아, 북미에서 많은 참관객이 방문하며, 영국 더블린, 맨체스터, 아일랜드,  

남아공, 인도 등 전 세계 10여 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전시품목 에스테틱, 스킨케어&스파, 미용기기, 네일, 태닝, (보관)용기 및 포장, 라벨

전시규모
 �전시회 규모 : 25,000sqm

 �참관객 수 : 33,800명

전년도 성과
 �참가국 수 : 10개국   ·참가업체 : 650개사

 �주요 참가국 : 영국, 남아공, 중국, 한국, 이태리, 스페인, 독일 등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이태리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미용 전시회

(영문) 2019 Cosmoprof Worldwide Bologna

개최국/도시 이태리/볼로냐 홈페이지 www.cosmoprof.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전시기간

2019. 03. 14 - 03. 17 (4일간) :

화장품, 향수, 네이처관, 국가관, 코스모팩, 코스모프라임

2019. 03. 15 - 03. 18 (4일간) :

헤어&살롱, 뷰티&스파, 네일

전시장 Bologna Fiere–Fair District

주최사 Bologna Fiere (Sogeco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구성 : 유럽, 아시아, 북미

전시품목 화장품, 바디&헤어케어, 네일, 살롱용 화장품,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오가닉 화장품, OEM/ODM, 용기, 원료 

전시규모
 �전시규모 : 2018년 기준 총 195,000sqm

 �참관객 수 : 약 250,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약 2,822개사 (해외 참가사 : 약 2,000개사)

 �참가국 : 70개국

 �주요 참가국 : 이태리,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중국 등

유럽 지역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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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두바이 뷰티월드 미용 전시회 04. 15 - 04. 17 62개국 1,738업체

2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박람회 11. 18 - 11. 20 (예정) 50개국 175업체

CIS · 중동 지역

KOECO 
Exhibition Schedule in 2019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두바이 뷰티월드 미용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두바이 뷰티월드 미용 전시회 

(영문) 2019 Beautyworld Middle East Dubai

개최국/도시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홈페이지 www.beautyworldme.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기기, 헤어, 네일, 향수, 위생용품, 패키징 등 전시기간 2019. 04. 15 - 04. 17

전시장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주최사 Messe Frankfurt Middle East GmbH

전시회개요

 �뷰티제품, 헤어, 향수 및 웰빙 관련 전시회로는 중동의 No.1 및 세계 TOP3에 자리 매김 중

 �헤어 에듀케이션, 바버 경연대회, 네일 디자인 등 다양한 부대행사

 �북아프리카와 중동 (MENA) 지역과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연결하는  

무역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전시품목
헤어, 네일 및 살롱제품 / 기계, 포장, 원자재 / 향수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 친환경, 오가닉 제품 /  

개인위생제품 / 국가관

전시규모  �전시회 규모 : 61,072sqm   ·참관객 수 : 약 36,693 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약 1,738개사 / 25개의 국가관

20 ∕ 21

독일 제34회 뷰티포럼 뮌헨

전시회명
(국문) 독일 제34회 뷰티포럼 뮌헨

(영문) 2019 Beauty Forum Munich

개최국/도시 독일/뮌헨 홈페이지 www.beauty-fairs.de/en/muenchen/home.html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제품 전시기간 2019. 10. 26 - 10. 27 (예정) 

전시장 Munich International Trade Fair

주최사 Health and Beauty Germany GmbH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 14회 (스페인, 스위스, 터키, 폴란드, 독일, 헝가리 등 유럽국가 순회)

 �전시와 컨퍼런스, 메이크업&네일디자인/아트&바디페인팅 챔피언쉽 등이 병행

전시품목

 �뷰티 : 스킨케어, 색조화장품 (18,000sqm)

 �네일 : 네일제품, 핸드&네일 케어, 매니큐어 (8,000sqm), 액세서리 (2,000sqm)

 �메디칼 & 코스메틱 풋 케어 (4,000sqm)

 �메디컬 뷰티 : 피부치료목적 화장품, 안티에이징, 피트니스, 뉴트리션 컨설팅 (2,000sqm)

 �내추럴 코스메틱 & 웰니스 & 스파 (1,000sqm)

전시규모

 �전시면적 : 35,000sqm   

 �참관객 : 42,250명 (해외 방문객 28%)  

 �참가업체 : 1,100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1,100업체 (해외 176업체), 37개국 

 �참관객 : 42,250명 (해외 7,605명), 45개국

헝가리 뷰티포럼

전시회명
(국문) 헝가리 뷰티포럼

(영문) 2019 Beauty Forum Hungary

개최국/도시 헝가리/부다페스트 홈페이지
www.beauty-fairs.de/en/beauty-forum-

international.html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제품 전시기간 2019. 10. 26 - 10. 27 (예정) 

전시장 Lurdy Conference Center

주최사 Health and Beauty Business Media Kft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연 14회 (스페인, 스위스, 터키, 폴라드, 독일, 헝가리 등 유럽국가 순회)

 �전시와 컨퍼런스, 메이크업&네일디자인/아트&바디페인팅 챔피언쉽 등이 병행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들을 접할 수 있고, 최고 수준의 International Competitions 참가 기회 및  

워크샵, 프레젠테이션 참가 가능

 �연중 최대 규모의 trade 이벤트로 모든 고객과의 만남의 장

 �프로모션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짐

전시품목  �코스메틱, 헤어, 스파, 웰니스, 태닝, 네일, 매니큐어 & 패디큐어, 기타 

전시규모  �전시면적 : 4,000sqm   ·참관객 : 6,000명 (해외 방문객 20%)   ·참가업체 : 150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150업체 (해외 20업체), 10개국   ·참관객 : 10,000명 (해외2,000명), 10개국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박람회

(영문) Middle East Organic&Natural products Expo Dubai 2019

개최국/도시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홈페이지 https://naturalproductme.com

전시분야 유기농 및 천연 제품 전시기간 2019. 11. 18 - 11. 20 (예정)

전시장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주최사 Global Links Exhibition Organizers & Conferences LL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매년

 �유기농/천연 제품으로 구성된 F&B, Health, Beauty, Living, Environment 다섯 개의 품목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참가사 프로필에 맞추어 다양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B2B 박람회

 �2017년 기준 10개의 국가관 형성, 5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등 중동/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 대륙에서도 주목하는 전시회

전시품목 유기농 또는 천연 성분을 포함한 식음료, 헬스케어, 뷰티 및 화장품, 리빙, 친환경 제품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 7,500 sqm   ·참관객 : 6,000여 명   ·참가업체 : 170여 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175업체, 50개국   · 국가관 수 : 10개의 국가관   ·참관객 : 5,680여 명, 3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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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화장품 · 미용 · 스파 전시회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남아공/요하네스버그 남아공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09. 03 - 09. 04 (예정) 15개국 200개사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브라질/상파울루 브라질 상파울루 화장품 박람회 05. 21 - 05. 23 10개국 151개사

아프리카 지역 중남미 지역

남아공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전시회명
(국문) 남아공 프로페셔널 뷰티 요하네스버그

(영문) 2019 Professioanl Beauty Johannesburg

개최국/도시 남아공/요하네스버그 홈페이지 www.probeauty.co.za/jhb.ht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스파, 헤어, 네일 전시기간 2019. 09. 03 - 09. 04 (예정)

전시장 Gallagher Convention Centre, Johannesburg

주최사 T.E. Trade Events, Ltd

전시회개요

 �아프리카 최대규모의 전시회로 뷰티관과 헤어관으로 개최

 �신제품 런칭과 건강·미용 전문상품을 제공하여 아프리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관하는 B2B 전시회로  

구매력이 있는 2만여 명의 바이어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진행

전시품목

 �뷰티관 (Hall 2) : 네일관련제품, 살롱 미용기기, 에센샬 오일, 스킨케어, 뷰티 살롱 어플, 유니폼, 용기, 원자재 등

 �헤어관 (Hall 3) :  헤어관련 제품, 헤어 살롱 관련 기기, 헤어 익스텐션 (매우 큼), 헤어 케어제품, 샴푸, 린스, 가위, 

 스타일링 기기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뷰티관 2,569sqm / 헤어관 1,828sqm

 �참관객 : 20개국 약 18,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15개국 200개사

브라질 상파울루 화장품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브라질 상파울루 화장품 박람회

(영문) 2019 FCE Cosmetique

개최국/도시 브라질 / 상파울루 홈페이지 www.fcecosmetique.com.br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 에스테틱, 성형 

미용, 원료, 포장
전시기간 2019. 05. 21 - 05. 23

전시장 Sao Paulo Expo

주최사 뉴렌버그메세 NürnbergMesse Brasil

전시회개요

 �24회째를 맞은 B2B 국제 종합 화장품 박람회

 �한국 화장품 이미지 제고 및 현지 미용 산업 수요가 높은 신규 유망 시장

 �인근 국가 7개국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미국 등)을 포함한 23개 국가 참가 (바이어/참관객/

참가사 포함)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 바이어 및 유럽 내 새로운 트렌드 및 화장품 업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시회

전시품목  �화장품, 에스테틱, 성형 미용, 레이저/IPL, 원료, 포장 등

전시규모  �2018년 기준 총 40,000sqm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10개국, 7개 전시 구역, 151개 이상 브랜드 참가

 �주요 바이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우루과이, 미국, 프랑스, 중국  등 총 16,22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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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 화장품 원료포장 산업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뮌헨 화장품 원료포장 산업 박람회

(영문) CosmeticBusiness - The Int’l Trade Fair of the Cosmetics Supplying Industry

개최국/도시 독일/뮌헨 홈페이지 www.cosmetic-business.com

전시분야 포장, 서비스, 화장품 원료 전시기간 2019. 06. 05 - 06. 06

전시장 Munich Order Center (MOC)

주최사 Leipziger Messe GmbH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유럽 최대 규모 화장품 산업박람회이며 B2B 박람회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그 중 25%는 독일 외 국가에서 방문하는 참관객의 다양성도 두루 갖추고 있음

 �최신 트랜드 및 시장 관련 강의가 전시회와 함께 진행

전시품목 용기 (60%), 제조 (20%), 화장품 원료 (13%), 기계 (4%), 서비스 (3%)

전시규모  �전시면적 : 12,000sqm   ·참가업체 : 416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416업체, 22개국

 �참관객 92% 만족, 90%가 2019년 재 방문 예정 

-방문목적 : 용기 (68%), 계약생산, PL (52%), 원료 (47%), 라벨링 (38%), 컨설팅, 테스팅 (37%)

 �참가사 90%가 참가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90%가 2019년 재 참가를 고려 중임

 �2018년 전체 참관객 중 25%가 독일 외 45개국에서 방문하였으며 Top 10 방문국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프랑스, 체코, 네덜란드, 영국, 헝가리로 나타남

유럽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유럽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영문) 2019 HIMSS Europe

개최국/도시 핀란드 / 헬싱키 홈페이지
www.himsseuropeconference.eu/

sitges/2018/himss-europe

전시분야 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  전시기간 2019. 06. 11 - 06. 13

전시장 Messukeskus Hlesinki, Expo and Convention Centre

주최사 HIMSS Europe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구성 :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병행 행사 : 세계의료 트렌드, 유럽의료시스템 및 수요 분야,  의료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 등

전시품목 의료 기기/의료 기술, 실험실 기술/장비, 병원서비스, 병원시스템, 재활의료, 병원 및 건강센터용 장비 및 설비

전시규모 ·전시규모 : 미정   ·참관객 : 64개국 2,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24개국, 100개사   ·주요 바이어 국적 :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KO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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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포장 · 의료기기 · 건강용품 전시회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미국/올랜도 미국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02. 11 - 02. 15 130개국 1,450업체

2 카자흐스탄/알마티 카자흐스탄 제26회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05. 15 - 05. 17 24개국 180업체

3 독일/뮌헨 독일 뮌헨 화장품 산업 박람회 06. 05 - 06. 06 22개국 416업체

4 핀란드/헬싱키 유럽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06. 11 - 06. 13 24개국 100업체

카자흐스탄 제26회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전시회명
(국문) 카자흐스탄 제26회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영문) KIHE 2019

개최국/도시 카자흐스탄/알마티 홈페이지 https://kihe.kz/en

전시분야 의료 및 의료기기 산업  전시기간 2019. 05. 15 - 05. 17

전시장 Atakent Exhibition Centre, 알마티, 카자흐스탄

주최사 Iteca, ITE Group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구성 :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병행 행사 : “라운드테이블”과 다양한 세미나 프로그램 등

전시품목
전기 의료 기기/의료 기술, 실험실 기술/장비, 광학 및 안과, 응급 장비 및 의료, 정형 외과 및 재활의료, 

병원 및 건강센터용 장비 및 설비, 약리학, 건강 관리 및 미용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4,375sqm   ·참관객 : 25개국 3,121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24개국, 180개 사   ·주요 바이어 국적 :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미국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2019 미국 디지털헬스케어 박람회

(영문) 2019 HIMSS US

개최국/도시 미국/올랜도 홈페이지 http://2019.himss-conference.com

전시분야 의료,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산업  전시기간 2019. 02. 11 - 02. 15

전시장 Orange Country Convention Center

주최사 HIMS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구성 :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병행 행사 : 세계의료 트렌드, 북미의료시스템 및 수요 분야, 의료 관련 세미나 프로그램 등 

전시품목 의료 기기/의료 기술, 실험실 기술/장비, 병원서비스, 병원시스템, 재활의료, 병원 및 건강센터용 장비 및 설비

전시규모  �전시규모 : 102,522sqm   ·참관객 : 25개국 45,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130개국, 1,450개사   ·주요 바이어 국적 : 미국, 캐나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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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써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전시회명
(국문) 미국 써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영문) 2019 SupplySide West Global Expo & Conference

개최국/도시 미국/라스베가스 홈페이지 www.west.supplysideshow.com

전시분야 식이보충제, 식품,약학, 화장품, 음료 전시기간 2019. 11. 06 - 11. 10 (예정)

전시장 Mandalay Bay, 3950 S Las Vegas Blvd, Las Vegas, NV 89119

주최사 Informa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매년 

 �주 방문객 국가구성 : 유럽, 호주, 미국, 캐나다, 아시아 등 35개국

전시품목 식이보충제, 식품,약학, 화장품, 음료 등

전시규모  �전시규모 : 기준 총 209,000+sqm   ·참관객 수 : 15,000명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수 : 45개국, 2,000개사 (해외참가사 약 500개사)

 �주요 참가국 : 프랑스, 이태리, 독일, 영국, 중국, 일본, 브라질, 미국, 캐나다, 한국 등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제품 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제품 박람회

(영문) Middle East Organic&Natural products Expo Dubai 2019

개최국/도시 아랍에미리트/두바이 홈페이지 https://naturalproductme.com

전시분야 유기농 및 천연 제품 전시기간 2019. 11. 18 - 11. 20 (예정)

전시장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주최사 Global Links Exhibition Organizers & Conferences LLC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매년

 �유기농/천연 제품으로 구성된 F&B, Health, Beauty, Living, Environment 다섯 개의 품목군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참가사 프로필에 맞추어 다양한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B2B 박람회

 �2017년 기준 10개의 국가관 형성, 5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등 중동/북아프리카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 대륙에서도 주목하는 전시회

전시품목 유기농 또는 천연 성분을 포함한 식음료, 헬스케어, 뷰티 및 화장품, 리빙, 친환경 제품 등

전시규모  �전시면적 : 7,500 sqm   ·참관객 : 6,000여 명   ·참가업체 : 170여 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175업체, 50개국   · 국가관 수 : 10개의 국가관   ·참관객 : 5,680여 명, 36개국

중국 제19회 북경 국제유기농식품, 녹색식품산업박람회

전시회명
(국문) 중국 제19회 북경 국제유기농식품, 녹색식품산업박람회

(영문) 2019 The 19th Beijing International Oragnic Food and Green Food Exhibition

개최국/도시 중국/베이징 홈페이지 www.hifair.cn

전시분야
건강,유기농식품, 가정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등 
전시기간 2019. 11. 22 - 11. 24 (예정)

전시장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주최사 Haiming International Exhibition Group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1회

 �중국 최대 규모이자 건강기능식품 외 미용의료기기, 성형의료서비스가 포함된 전문 박람회

 �화장품, 미용식품, 의료서비스 전문멀티미용 박람회

전시품목

 �1a : 건강식품, 천연자양식품, 중의약양생산품, 건강기술, 서비스, 미용뷰티상품

 �1b : 유기농식품과 음료, 녹색식품과 음료, 고급식용유, 수입천연식품, 특색식품, 임가공기술 및 설비

 �2a : 가정의료기기, 가정의료건강케어, 재활프로그램, 재활약품과 영양품, 의료약품

 �2b : 안구보호상품, 눈케어상품, 눈미용상품

 �8a, 8b :  의료기구 및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의원,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센터, 성형외과, 한국미용, 바디관리, 

 출산 및 서비스, 산후조리원

전시규모  �전시면적 : 35,000sqm   ·참관객 : 60,000여 명   ·참가업체 : 1,000여 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1,000업체, 10개국   ·한국참가사 : 중소기업청 공동관 진행   ·참관객 : 60,000여 명

KO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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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 식품 · 건강제품 전시회

No 개최국/도시 전시회명 개최일 참가기업 수

1 스위스/제네바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 05. 07 - 05. 09 56개국 1,119업체

2 싱가포르/싱가포르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09. 25 - 09. 26 11개국 300업체

3 미국/라스베가스 미국 써플라이 사이드 웨스트 11. 06 - 11. 10 (예정) 45개국 2,000업체

4 아랍에미리트/두바이 두바이 제17회 중동 유기농 및 천연 제품 박람회 11. 18 - 11. 20 (예정) 50개국 175업체

5 중국/베이징 중국 제19회 북경 국제유기농식품, 녹색식품산업박람회 11. 22 - 11. 24 (예정) 10개국 1,000업체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

전시회명
(국문) 스위스 비타푸드 유럽

(영문) 2019 Vitafoods Europe

개최국/도시 스위스/제네바 홈페이지 www.vitafoods.eu.com

전시분야 약효식품 원료 및 완제품 전시기간 2019. 05. 07 - 05. 09

전시장 Palexpo

주최사 Informa Exhibition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2회 (스위스, 싱가포르 순회)

 �유럽 최대 규모이자 가장 정평 있는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로 내방객 대부분이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소재 회사 및 바이어들로 이루어진 전문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신제품존, 테이스팅 바와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전시품목
약효식품, 기능성 식/음료, 화장품 원료 및 제품, 건강식/음료, 식이보조제, 비타민, 오메가,  

프로바이오틱스 등 (원료 및 완제품)

전시규모

 �전시면적 : 59,000sqm   

 �참관객 : 21,232여 명   

 �참가업체 : 1,119업체, 56개국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전시회명
(국문) 싱가포르 비타푸드 아시아

(영문) 2019 Vitafoods Asia

개최국/도시 싱가포르/싱가포르 홈페이지 www.vitafoodsasia.com

전시분야 약효식품 원료 및 완제품 전시기간 2019. 09. 25 - 09. 26

전시장 Sands Expo & Convention Centre, Marina Bay Sands

주최사 Informa Exhibitions

전시회개요

 �개최주기 : 연2회 (스위스, 싱가포르 순회)

 �아시아 전역에서 바이오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 하는 것에 발맞춰 2011년 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B2B 국제 박람회

 �컨퍼런스, 세미나, 신제품존, 테이스팅 바와 같은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전시품목 약효식품, 기능성 식/음료, 건강식/음료, 식이보조제, 비타민, 오메가, 프로바이오틱스 등 (원료 및 완제품)

전시규모  �전시면적 : 5,600sqm   ·참가업체 : 300업체

전년도 성과

 �참가업체 : 300업체, 11개국   

 �한국참가사 : 18업체   

 �참관객 : 5,067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