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Natural & Organic
Cosmetic Expo 2018
2018. 5. 9(수)~11(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 전관

주최

(주)코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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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Natural & Organic Cosmetic Expo 2018

Blue Ocean Meets Natural & Organic Cosmetics!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생태적인 위험에 따
른 반성과 각성으로부터 시작됐고 이같은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과거 아름다운 피부에서 건강
한 피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생각하는 소비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전문 조사기관 오가닉모니터는 전 세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매년 2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은 사회경제적인 소비와 경영 개념이 등
장하면서 화장품을 단지 상품으로만 인식했던 과거와는 달리 유기생태농업의 1차 산업을 육성하고 정직하게 생산한 물품을 정직하게
거래하는 공정무역,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슈화되면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전 세계 화장품 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010년 1월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시행, 2015년 6월 24일 유기농 화장품 고시 시행에 이어서 현재 정부에서 천
연 화장품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기농 화장품은 원료 추출방법, 제조생산, 유통관리,
홍보 마케팅 등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게 관리되는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홍보 마
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는 이같은 흐름에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과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과 국내외 관련 기업들간의 정보교류,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층 새
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오는 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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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스인, (주)한국국제전시

후 원(예정)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사)대한화장품협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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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행/사
•2018 서울 국제 화장품 미용산업 박람회 COSMOBEAUTY
SEOUL 2018
•2018 국제 건강산업 박람회 특별관 International Health
Industry Expo 2018

부/대/행/사
•2018 천연 유기농 화장품 마케팅 성공전략 세미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 프리마켓 행사
•해외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신제품 발표 시연회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천연 화장품 / 유기농 화장품 / 비건 화장품 / 천연 향수 / 천연
디퓨저 / 천연 캔들 / 아로마테라피 / DIY 화장품 / 기초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 / 색조 화장품 / 한방 화장품 / 바이오 화장품
/ 남성 화장품 / 유아 화장품 / 천연 비누 등
•친환경 천연 원료 및 포장
천연 유기농 화장품 원료 / 친환경 조향 원료 / 친환경 포장 용
기 / 친환경 부자재 / 친환경 포장 기자재 / 생산기자재 / 연구
장비 / 제조 및 관리 관련 / IT 솔류션 / 연구개발 · 임상시험
관련 기기 등
•친환경 유통
천연 유기농 화장품 판매 유통업체 / 천연 유기농 온라인 쇼핑
몰 / 천연 유기농 화장품 프렌차이즈 / 뷰티, 공방 서비스샵 등
•천연 유기농 인증기관 및 단체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 천연 유기농 화장품 연구소,
연구기관 / 임상시험기관 / 산학연계 컨설팅, 아카데미 교육기
관 / 조향사 전문 아카데미 / 천연 유기농 화장품협회, 단체 /
대사관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테크노파크 등

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참/관/대/상

광/고/홍/보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

•코스인코리아닷컴,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광고 게재

•천연 유기농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유통 관계자

•뉴스레터 이메일 정기 발송

•천연 유기농 화장품 연구개발, 상품기획, 마케팅 관계자

•코스인 제휴 언론매체 기사 및 광고 게재

•천연 유기농 화장품 원료 개발 업체 관계자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사이트 관련 기사 홍보

•친환경 용기, 포장 전문 업체 관계자
•천연 유기농 화장품 프렌차이즈 업체 관계자

•온라인 커뮤니티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관련 카페, 블로그 대상 홍보

•대형 유통업체 상품본부,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바이어(PL, PB 포함)

•중국 포털, SNS(화장품 커뮤니티 등), 화장품 전문매체 대상 홍보

•정부 기관, 대사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등 관계자

•일본 포털, SNS(화장품 커뮤니티 등), 화장품 전문매체 대상 홍보

•산학연계 교육기관, 대학 등

지금 바로 (주)코스인으로 참가 신청해 주세요!

참가
문의

(주)코스인 마케팅사업국 Tel 02)2068-3413 Fax 02)2068-3414 green3410@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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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제출

계약금 납부

필수서류 제출

참가업체 등록

개막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총 참가비의 50% 납부

참가업체 정보 및 필수

참가비 잔금 납부 완료

2018년 5월 9일(수)

조기 신청 마감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신청서 입력완료

부대시설 신청비 입금

2017년 12월 31일(일)

마감

마감

최종 참가신청 마감 날짜 :

2018년 3월 30일(금)

2018년 3월 30일(금)

2018년 3월 30일(금)
(잔여 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 부스안내 및 부스비 (VAT 별도)
종류

단가 (1부스)

2,200,000원

전시면적만 제공(3m x 3m = 9㎡ , 약 2.7평)
※부
 스디자인 및 시공은 참가업체 자체 준비
※독
 립부스 참가 시 반드시 별도 전기신청 필요
부스시공은 코엑스 전시장 지정 용역업체에 의뢰하
여 별도로 진행

독립부스

2,600,000원

기본부스 A형

제공내역

전시면적(3m x 3m = 9㎡) + 기본장치 제공
•기본제공 내역
측면 및 후벽면/ 상호간판/ 방염 파이텍스/ 콘센트1
개(1KW) /조명:간판조명(2개), 부스내 스포트라이트
(3개)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 코너(2면 오픈) 부스 할증 : 150,000원
※부
 대시설(전기, 전화, 인터넷, 급배수, 고객관리시스템 등)은 별도의 신청
시에만 제공됩니다.
※상
 기 부스 시안은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시안은
부스 신청 시 제공됩니다.

조기신청 업체 특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1. 부스비 할인혜택 : 1부스당 20만원 할인 제공
2. 바
 이어 대상 사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타깃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3. 부
 스 배정 시, 희망 위치 선택에 대한 우선권 부여(단, 신청 및 입금
순서 고려)

기본조명 외 전시품 작동 등에 필요한 전력은 별도
신청 필요함
종류
전시면적 제공(3m×4m = 12㎡)및 기본장치 제공
•기본제공 내역
측면 및 후벽면/ 상호간판/ 방염 파이텍스/ 콘센트1개
(1KW) / 조명: 간판조명(2개), 부스내 스포트라이트(3
3,200,000원
개) / 안내데스크 및 의자 1조

기본부스 B형

Benefit

기본조명 외 전시품 작동 등에 필요한 전력은 별도 신
청 필요함

프리미엄
기본부스

단가 (1부스)

제공내역

전시면적(3m x 3m = 9㎡) + 기본장치 제공
•기본부스 기존 제공 사항 외
2,900,000원 제품 디스플레이 케이스/ 상담테이블 1개+의자 3개/
벽면 고정 디스플레이선반/ 제품 및 브랜드 현수막 이
미지 1조(2개)

Seoul International Natural & Organic Cosmetic Expo 2018 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해외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업체 모집
해외 화장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주)코스인 마케팅사업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068-3413
Fax 02)2068-3414
green3410@cosinkorea.com COSMOBEAUTY SEOU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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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 Beauty Week 2017 Review

■

행사 규모

■✽출품
행사 규모
규모

18개국 462개사 793부스
18개국 462개사 793부스

✽출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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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구분

참관객 구분
구분
✽바이어

■ 국내

✽바이어 구분

■ 국내

■

18,953명
: 18,953명
• 참관 바이어
: - ��� ����� ����� ������ ����스�어 ������ � ��� ��바이어 참관
: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CJ오쇼핑·홈앤쇼핑·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이마트·홈플러스·
• 참관 바이어 : - ��� ����� ����� ������ ����스�어 ������ � ��� ��바이어 참관
CJ올리브영·롯데롭스·왓슨스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티켓몬스터 등)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CJ오쇼핑·홈앤쇼핑·신라면세점·롯데면세점·이마트·홈플러스·
CJ올리브영·롯데롭스·왓슨스코리아·11번가·인터파크·쿠팡·티켓몬스터 등)

2,427명 / 53개국
■ 해외 : 2,427명 / 53개국
■ 해외

:

N.
AMERICA
N.
9.00%
AMERICA
9.00%

Total
55,678
Total명
바이어
21,380명
55,678
명
일반관람 34,298명

S.
AMERICA
S.
1.42%
AMERICA
1.42%

EUROPE
8.85%
EUROPE
8.85%
AFRICA
2.05%
AFRICA
2.05%

ASIA
74.89%
ASIA
74.89%
OCEANIA
3.80%
OCEANIA
3.80%

바이어
21,380명
일반관람 34,298명

참관목적

업종분류

참관목적

업종분류

2018 서울 국제 천연 유기농 화장품 박람회 부스 참가 신청
(주)코스인 마케팅사업국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3가 20 60길(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602)
Tel 02)2068-3413 Fax 02)2068-3414 e-메일 green3410@cosin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