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한 국 뷰 티 산 업 무 역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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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전시 01 - 10 호
시행일자 : 2020 .01 .1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해외수출(전시) 팀장

제    목 : 정부지원, 2020년 중국 심천 국제 뷰티 건강산업 박람회 참가사 모집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내 최대규모의 광저우 미용 박람회(CIBE) 주최사에서 진행하는 2020
년 「2020 중국 심천 국제 뷰티 건강 산업 박람회」는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 지역
이자,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잇는 첨단산업 중심지이며 문화와 신흥산업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심천(선전)에서 개최되는 뷰티 및 건강, 헬스제품 등이 동시에 전시
되는 심천의 최대 뷰티박람회로써 

        3. 중국 및 홍콩의 많은 바이어와 상담이 될 것으로 예측하며 동 전시가 정부
지원(중기중 약50%) 지원 대상 전시회로 확정됨에 따라 중기중 및 사)한국뷰티산업
(코비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에 본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협회 메일로 송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 kobitakorea@naver.com(선착순 마감)

        5. 감사합니다. 

 유첨 1. 2019년 전시회 개요 2매
       

  (사)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장



박람회명
국문: 2020 중국 심천 국제 뷰티 건강 산업 박람회 
영문: SHENZHEN INTERNATIONAL WELLNESS & BEAUTY INDUSTRY EXPO

개최국/도
시

중국/선전 전시기간 2020.10.16.-2020.10.18

전시분야 스킨케어, 헬스케어, 미용기기, 의료기기, 바디케어, 건강식품 등

전시회개요
및 

기대 효과

-광저우 미용 박람회 주최사인 CIBE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B2B 뷰티 건강 
산업 종합 박람회로 30년간 진행해 온 전시데이터를 베이스로 개최

-한국관이 진행되는 1호관이 메인홀로 진행되며 참관 동선에 위치 최적화

-30년간 진행한 미용 박람회 노하우와 바이어 리스트로 많은 참관객과 바이
어들의 방문 예상

-개최 지역 심천 2018년 중국 전체 소비 규모 1위로 높은 계약 실적 예상 

전년도
전시성과

-전시면적: 30,000sqm
-참관객: 약 63,000명
-참가업체: 약 2,200개 브랜드 
-국가관: 한국관 

전시품목
- 1호관 : 화이트닝, 피부관리, 헤어, 네일, 성형, 반영구, 다이어트, 

뷰티용품, 화장품, 수입제품, 메이크업, OEM/ODM 및 한국관 헬스케어, 
건강식품, 의료기기, 메디컬뷰티, 안티에이징, 피부관리      

모집개요

- 접수: 신청서류 및 계약금 접수에 따라 부스 규모 내 마감
- 부스임차료: RMB2,200/㎡ 부스장치비: RMB1,200/㎡ (약 50% 지원)
- 신청 부스 : 기본부스 12평미터, 18, 24 등 신청 가능
- 기본 부스 참가비 : 
  12㎡∗임차료 RMB 2,200/㎡ + 장치비: RMB　1,200/㎡ ∗ 환율(예정)170  
  ∗정부지원 50% =￦3,468,000(잠정)

- 부스선정: 2020년 참가사 설명회 시 추첨
  ※ 선착순 신청에 따른 관별 마감 (이후 신청사 협의 진행)

전시규모 30,000 sqm

전시장
선전 컨벤션 센터
(SHENZHEN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



Hall 
Overview

신청방법
및

확인사항

1. 신청 기간: 2020.01.13.~2019.06.30.

2. 신청 방법: 협회 신청서 작성후 송부
중기중 지원금 접수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신청 
및 

문의처

(사)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 김리나 과장 TEL)070-4327-5336 E-MAIL)kobitakorea@naver.com

⊙ 배명하 주임 TEL) 070-8786-6812/ E-MAIL)peiminghe@thekoec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