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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 뷰티 월드 미들이스트 두바이 전시회」일정 11月 연기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회복되지 
않고 계속 진행됨에 따라 동 전시회 주최사인(Messe Frankfurt)에서 참가사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전시 일정을 재연기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3. 「2020 뷰티 월드 두바이 박람회」 주최사는 1차로 연기한 전시 일정 (8월 
17일~8월 19일)를 2차 연기토록 발표하였으며, 변경된 일정은 아래와도 같습니다.  

※ 2020년 11월 23일(월) - 11월 25일(수)
※ 물류 : 수출 서류 마감 10월 05일까지, 확인 요망

4.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귀사의 불안감이 높아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전시 일정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사히 지나가 활발한 해외 업무하
실 수 있게 코이코가 항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 곧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첨 1) 뷰티월드 두바이 전시회 주최사 공고문 및 번역본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유첨 1) 뷰티월드 두바이 전시회 주최사 공고문



유첨 1) 뷰티월드 두바이 전시회 주최사 공고문 번역문

2020년 5월 22일
뷰티 월드 미들이스트 전시회 2020년 11월로 전시 연기 공지

친애하는 뷰티업계 전문가님들께,

심사숙고 끝에, 전시 주최사인 메쎄 프랑크프르트 미들이스트는 뷰티월드 미들 미스트 
2020의 새로운 일정을 발표합니다. 25번째로 개최하는 뷰티월드 미들 이스트는 11월 23
일부터 25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코비드-19가 범세계적으로 지속적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새로운 전시 일정은 전전시 장
소, 참가사, 바이어, 무역 관계자 및 협회의 광범위한 피드백과 상담으로 결정되었습니
다. 

뷰티월드 미들이스트 2020은 당초 8월로 연기되었지만, 국제 여행 제한령이 계속됨과 함
께 코로나 바이러스의 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여름 달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기상조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이해 관계자가 11월 전시회 일정을 지지하
고 있으며,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뷰티월드 두바이 미들이스트를 제공할 계획이 순조롭
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뷰티 업계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주최사의 최우선 순위
는 참가 기업과 방문객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11월 뷰티월드 미들이스트 두바이는 고객
에서 필수적인 도구, 지식, 비즈니스 관계를 제공할수 있게 노력하며, 뛰어난 전시회를 
주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여 주기기 바라며, 11월에 뵙겠습니다. 

일레인 오 코넬
쇼 디렉터
뷰티월드 미들 이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