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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개최기간

개 최 장 소

주 최

2019 대구국제뷰티엑스포
(Daegu International Beauty EXPO 2019)

2019. 5. 24(금)~26(일) / 3일간
EXCO 1층 전관(14,415㎡) 

대구광역시

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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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부대행사 주관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

믿고 참가하는 
공신력 있는 전시회

대구광역시가 직접 주최하고 뷰티관련 협회(6개 단체)가 
부대행사를 주관함으로써 뷰티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실질적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엑스포

실구매자가 참가하는 
부대행사 & 동시 개최행사

헤어쇼, 이용트렌드쇼, 바이페인팅쇼
각 분야별 대구시장배 경진대회
국내 최대 멀티 스포츠 이벤트인 케이아이 스포츠 페스티벌
역대 미스코리아들이 펼치는 웨딩쇼의 동시 개최로 
뷰티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뷰티의 대표 축제의 장

뷰티산업의 
Test Bed의 장

1,300만 소비시장을 보유한 영남권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뷰티엑스포이며 지역 최대 규모(230개사 14,415㎡)로 
대구에서 개최되는 국제뷰티엑스포

국내·외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는 전시회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총 20개국 100여개사 眞性
   바이어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 및 중국 알리바바를 비롯한 
   온라인 구매담당자 총 20개사가 참가하는 설명회 개최
·국내 대형 유통바이어 및 온라인 마켓 바이어 약 30개사가 
   참가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관련 업주들이 참가하는 
   법정위생교육 동시개최



위생교육
미용업주(약 1,000명), 피부미용업주(약 800명), 네일업주(약 300명), 
메이크업업주(약 100명) 등 뷰티관련 종사자 참가

대형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대형 유통사 및 백화점, 도매업 종사자 약 30개사의 유통 관련 
바이어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 CIS 등 약 20개국 100개사 
해외바이어가 참가

중국 알리바바 초청 수출상담·설명회
우수 한국 화장품 발굴 및 수업을 위한 중국 알리바바 초청 상담회와 
알리바바 산하 1688.com 런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개최로 
중국 바이어 20개사 참가 예정

대구시장배 경진대회(이용, 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뷰티관련 각 분야별 시장배 경진대회 개최

쇼쇼쇼쇼쇼
헤어쇼, 웨딩쇼, 바디페인팅쇼, 이용트렌드쇼, 테라피쇼

뷰티체인지존
참관객 대상 무료체험(헤어, 메이크업, 마사지, 웨딩 체험) 기회 제공

대학별 뷰티 컴페티션
대구·경북 16개 뷰티관련학과 컴페티션 개최

케이아이 스포츠 페스티벌
대한민국 최대 바디뷰티 관련 행사로 보디빌딩, 피트니스, 폴댄스 등 
바디뷰티 종사자 약 5,000명 참가 예정
연예인/셀럽 초청, 런웨이쇼, 음악미술 등의 콜라보행사

부대행사&동시개최행사

※ 위 행사는 주최측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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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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9천명 소비자와의 만남 

참관객의 81%이상이 만족한 전시회

참관객 (총 30,600명) 남녀비율

여성 85% 남성 15%

Result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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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총 1만명의 최고급 바이어와의 만남 
참가업체 86%가 긍정적, 82%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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브라질, 동남아 국가, CIS지역 국가 

※ 2018년 수출상담회 결과
Gradient, Sogo & Seibu Co.,Ltd., Shifeon  Enterprises Ltd, Cosmos, SCANKO GROUP/SCANKO TRADING CO. 

23개국 66개사 해외 바이어 참가, 494건 상담실적 8,027만불, 계약추진실적 2,101만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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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구매상담회 결과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랜드리테일, 이베이코리아 등 20개사 바이어가 참가, 145건의 상담건수, 

약 1,651,330만원의 상담실적

신규판로 개척! 국내 대형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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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