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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산업 Test Bed의 장
1,300만 소비시장을 보유한 영남권 거점도시 대구에서, 
지역 최대 규모(200개사 12,479㎡)로 개최되는 엑스포

믿고 참가하는 공신력있는 엑스포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뷰티 관련 협회들이 힘을 모아 
개최하며, 뷰티산업의 발전과 귀사의 성공을 추구하는 
동반성장의 전시회

30여개 부대행사 동시 개최
대한민국 최대 뷰티 경진대회인 국제뷰티콘테스트와 
국내 최대 멀티 스포츠 이벤트인 케이아이 스포츠 페스티벌, 
역대 미스코리아들이 펼치는 웨딩쇼 등의 동시 개최로 
뷰티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대표적인 뷰티 축제의 장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시회
중국 알리바바 구매담당자와 중국 및 대만 국가관을 포함
하여 약 20개국 80개사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는 전시회
1:1 구매상담회를 통한 40여명의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와
위생교육을 통한 뷰티 업주 등 뷰티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전시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행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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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기 간

장 소

참 가 규 모

주 최 

주 관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

2018. 5. 25(금) ~ 5. 27(일) / 3일간

대구 엑스코 1+2+3B+3C홀

20개국 200개사 650부스 / 35,000명

대구광역시

EXCO | KOTRA 

CBC(All-China Federation Of Industry & Commerce Beauty Culture 

& Cosmetics Chamber)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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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3

Hall 2

Hall 1
부대행사장

부대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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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천명 소비자와의 만남 

참관객의 60%이상이 만족한 전시회

2017 개최결과
Result of 2017

Daegu International Beauty EXPO 2018

20대-30대
● 주 관심분야 : 화장품, 네일, 바디뷰티, 경진대회 및 위생교육 순
● 방문 동기 : SNS, 온라인 티켓, 버스광고, 기타 매체 등

55% 

40대-50대
● 주 관심분야 : 화장품, 경진대회 및 위생교육, 네일 순
● 방문 동기 : 온라인 티켓, 버스광고, 육교현판, 협회 알림장 등

25% 

홍보활동

참관객 (총 29,200명) 남녀비율

여성 81% 남성 19%

버스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TV·라디오광고, 육교현판, 와이드칼라광고, 
온라인광고(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카페, 밴드 등), 캔고루티켓 등

매회 총 70회 보도 (KBC, TBC,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 뉴시스, 연합뉴스 등)



총 1만명의 최고급 바이어와의 만남 

참가업체 85%가 개최결과에 긍정적, 

80%가 재참가를 희망한 전시회

약 80개사의 대형 해외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전시회 참가기업과의 1:1 미팅을 주선!
(통역사는 물론 상담 공간부터 미팅스케줄 조율까지 해외진출을 위한 모든 것을 지원)

주요국가 : 미국, 중국, 독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남아 국가, CIS지역 국가 

※ 2017년 수출상담회 결과
Coeus Distribution International Pte Ltd, PURIPAN, Scanko Group, Holistic Business Excellence GmbH 등
15개국 47개사 61명의 해외 바이어 참가, 320건의 상담 건수, 약 47,730,000불의 상담 실적

해외시장 진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 중국 알리바바 초청 수출상담회

백화점, 대형유통사 바이어, 편의점, 소셜커머스까지 
대형유통업체 MD와 1:1로 제품입점 상담을 진행하는 놓칠 수 없는 기회!

40여명의 대형 유통업체 MD 참석 예상
150여건 200억원 상담 예상

신규판로 개척! 국내유통바이어 상담회

05

2017 언론보도

매회 총 70회 보도 (KBC, TBC, 중앙지, 지방지, 통신사 : 뉴시스, 연합뉴스 등)



 

Signature Program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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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주(약 1,000명), 피부미용업주
(약 800명), 네일업주(약 300명), 메이크업
업주(약 100명) 등 관련 종사자 참가

뷰티관련 업주 위생교육
미용, 피부미용, 네일, 메이크업, 속눈썹, 
왁싱 분야 종사자 약 4,000명 참가

국제뷰티콘테스트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CIS 등 
약 20개국 50개사 바이어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Daegu International Beauty EXPO 2018

대형 유통사 및 백화점, 도매업 종사자 
약 40개사의 유통 관련 바이어 참가

1:1 구매상담회
대한민국 최대 바디뷰티 관련 행사로 
바디빌딩, 폴댄스, 주짓수 등 스포츠 
종사자 약 5,000명 참가

케이아이 스포츠 페스티벌
우수 한국 화장품 발굴 및 수출을 위한 
중국 알리바바 초청 상담회와 알리바바 
산하 1688.com 런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개최로 중국 바이어 20개사 
참가

중국 알리바바 초청 수출상담·설명회

※ 상기 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스비 안내

전시부스 안내

독립부스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전시 장치물 설치 및
장식을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2부스 이상 시공

프리미엄부스
조립부스와 독립부스의 중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독립부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부스
※2부스 이상 시공

기본부스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 장치물을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Participation Guidelines
참가 신청 안내

참가신청서 제출 
1) 공식 홈페이지 www.beautyexpo.kr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2) 참가신청서 작성 후 메일(beauty@exco.co.kr) 또는 팩스(053-601-5069) 송부
납부처 우리은행 2632-935-4318-191 예금주 (주)엑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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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품

에스테틱

헤      어

네      일

토탈뷰티

바디뷰티

의료뷰티

기      타

● 

● 

●
●
●
●
●
●

기초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메디컬화장품, 천연화장품, 한방 및 유기농 화장품, 남성화장품, 색조메이크업 등

피부관리기기, 미용기기, 스파 제품 및 용품, 스파기구, 아로마테라피, 왁싱 및 속눈썹 용품 등

헤어악세서리, 헤어제품, 헤어트리트먼트, 두피 케어, 모발 이식, 가발 등

네일아트 제품 및 기자재, 네일&풋케어 제품, 풋아트 제품 및 기자재 등

패션, 쥬얼리, 안경 등

헬스, 피트니스 관련, 운동기구·스포츠 용품, 헬스용품, 재활 병원, 건강기능 및 보조식품 등

성형컨설팅 및 의료기관, 성형 관련 의료장비 및 기구, 건강관리서비스, 건강의료기 등

학교, 아카데미 등

전시 품목 

참가절차 

참가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2018. 4. 30(월) 마감

계약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납부기한 : 인보이스 수령 후 7일 이내

전시회 참가 
2018. 5. 25(수) ~ 27(금)

부대시설 신청 및 잔금 납부
부스비 총액의 50% + 부대시설 사용료

납부기한 : 2018. 4. 30(월) 마감

조 기 신 청 일 반 신 청
2018년 2월 28일(수)까지(계약금 납입기준) 2018년 4월 30일(월)까지

독립부스(9㎡) 840,000원/부스 1,200,000원/부스

기본부스(9㎡) 1,140,000원/부스 1,500,000원/부스

프리미엄부스(18㎡) 2,680,000원/부스 3,400,000원/부스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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