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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 FCE 코스메티크 브라질 화장품 박람회」 참가사 모집 안내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코이코에서는 우리 화장품의 남미 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 수출 활성화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0 FCE 코스메티크 브라질 화장품 박람회”의 참가사를 모집
합니다.

  3.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본 전시회는 남미 지역 내 화장품 산업의 
중요한 상업적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전시회로, 화장품 생산·개발과 관련된 원료, 패키징, 
향료, 설비 및 서비스 등을 보유한 업체들에게 추천 드리는 전시회입니다.

  4. 본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유첨 양식에 의거, 신청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참가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전시회명: 2020 FCE 코스메티크 브라질 화장품 박람회
2) 일    시: 2020년 06월 02일 ~ 04일 (3일간)
3) 전시장소: SÃO PAULO EXPO
4) 신청방법: 유첨된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이메일 송부

 5) 접 수 처: 코이코 ☎ 02)577-4927 * info@thekoeco.com
                   담당 조은애 주임 * eunae724@thekoeco.com

          ※ 유첨 1. 2020년 전시회 개요 2매
2. 전시회 참가 신청 방법 및 지원 사항 1매
3.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신청서 및 협약서 2매(회신용)

 KOREA EXHIBITION COMPANY 



전시회명
(국문) 2020 FCE 코스메티크 브라질 화장품 박람회
( ) 2020 FCE COSMETIQUE

개최도시 브라질 / 상파울루 홈페이지 www.fcecosmetique.com.br/en

전시장 SÃO PAULO EXPO 전시회 기간 2020.06.02 ~ 06.04

전시분야 화장품 개발, 생산을 비롯한 제조 공정 분야 

주최사 NürnbergMesse Brasil

전시회

개요

- 개최 주기: 매년
- 2020년 25회째를 맞은 B2B 국제 종합 화장품 박람회
- FCE 브라질 국제 의약품 산업 박람회와 병행 전시되는 대규모 미용 박람회로, 
작년 기준 총 참가사의 95%가 바이어의 퀄리티와 구매력에 만족하였으며 총 참관
객의 81%가 구매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높은 만족도와 바이어 퀄리티

를 자랑하는 전시회

- IFSCC(세계화장품학회), FELASCC(중남미 화장품학협회), ABC(브라질 화장품 
협회), NYSCC(뉴욕 화장품협회) 등 관련 국제 협회와의 글로벌 제휴를 통해 전시
회를 지원함

전시 품목 원료, 설비 및 장비, 패키징, 향료, 유관 서비스 등

전년도

전시성과

총 전시 면적: 약 17,000㎡
총 참가사 수: 약 580여 개
총 참관객 수: 16,500여 명

병행행사

1) 병행 전시: FCE Pharma 2020(브라질 국제 의약품 산업 박람회)
2) 세미나: LOGITECH CONNECT(물류에 포커스 맞춰진 전시 겸 회의)
/ INNOVATION CENTER(4,600여 R&D 전문가에게 클린 뷰티를 주제로 혁신과 
방안 제시)

참가

기대효과

- 높은 바이어 퀄리티
총 참관객 중 34%가 관리자급, 32%가 경영진급 등으로 유의미한 바이어들의 참관
으로 유명한 전시회. 총 참관객 중 53%가 남미 지역 바이어로, 남미 시장을 타깃
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적합함

- 행정 처리 간소화에 따른 화장품 수출 용이
2015년 2월 브라질 보건부 발표에 따라 1, 2단계로 분류되는 화장품은 수입 제품
의 등록 절차가 면제되었고, 수출 업체는 48시간 내에 통지만 확인되면 바로 판매
가 가능해짐

유첨 1. 전시회 개요 



- K뷰티의 한계를 뛰어 넘어 남미 시장으로
브라질은 멕시코에 이어 대(對)남미 수출 2위에 달하는 시장으로, 작년 한 해 
58.8%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3%의 성장에 그친 멕시코와 비교하여 큰 성장세를 보
인 바 있음. 작년 기준 대(對)브라질 수출 실적은 465만 달러 수준으로 미미한 것
으로 미루어 보아, 규모는 작으나 높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음

- 헤어케어, 향수 등의 퍼스널 케어 제품 강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
품은 기타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 류임. 브라질 화장품 시장의 주요 제품군은 
향수, 남성용 화장품, 헤어케어 순이며, 품목군 점유율은 헤어케어, 메이크업, 스킨
케어 순임

참가비

(USD 기준

/ 최소 규모 

12sqm 이상)

부스 임차료
기본 조립 부스
장치비

필수 부대 비용
(3월 25일까지 신청 시)

업무 진행비

$420/sqm 최소 $130/sqm
~ 최대 $265/sqm

전기료 $11.90/sqm
도시세 $126/업체당
소방비용 약 $40/업체당

12sqm 기준 60만원
15sqm 기준 70만원
18sqm 기준 100만원

기본 조립 부스 장치 시안

옵션 1) $130/sqm

제공 내용
카펫, 조명, 로고, 전기 등

옵션 2) $160/sqm

제공 내용
추후 안내 예정

옵션 3) $190/sqm

제공 내용
옵션 1 + 상담테이블 1, 
의자 3, 선반 있는 카운터 
1, 선반 2 등

옵션 4) $212/sqm

제공 내용
옵션 3 동일, 목재 패널 
벽면

옵션 5) $265/sqm

제공 내용
옵션 1 동일, 목재 패널 
벽면, 선반 있는 카운터 1, 
유리 쇼케이스 1 등

옵션 6) $230/sqm

제공 내용
추후 안내 예정



예) 12sqm 최소 비용으로 신청 시
임차료 $5,040 + 장치비 $1,560 + 부대 비용 $308.80 = 약 $6,908.80
환율 1,200원 기준 약 8,290,560원 + 업무 진행비 600,000원 = 약 8,890,560원

모집개요
- 모집대상:  화장품, 미용용품, 성형 미용, 용기, 원료 관련 수출 유망 기업
- 모집규모: 10개사 내외
- 장치형태: 기본조립부스



유첨 2. 참가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전시회 참가신청 방법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신청서(유첨: 3-1, 3-2), 사업자등록증, 신청금 입금 확인증 사본 제출

참가비 

납부 방법

2차에 걸쳐 납부
 - 1차: 신청서 송부 후 부스 계약금 납부 
 - 2차: 유관 업무 진행 및 환율 확정 후 잔금 납부
  ※ 납부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참가사 부담

참가계약금
12sqm 기준, 한 부스 당 400만원 (계약금 입금 완료 시 참가 신청 완료)
※ 참가사 신청금 납부 후 취소 시, 신청금 반환치 않음 (이월 불가)

취소 수수료

참가사의 사정에 따라 출전을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 할 경우에는 하기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 전시 개최 2주 전까지 코이코로 지불
- 전시 개최 120일 이내(2020년 2월 3일부터): 신청 부스 전액 및 부스 위치 

재조정 비용 발생
- 전시 개최 15일 이내(2020년 5월 18일부터): 상동, 추가 20%의 패널티 발생

진행 일정

운송 마감 해상운송: 3월 17일 서류 마감 및 3월 24일 전시품 입고 마감 예정

부스 추첨 부스 규모 우선 -> 기참가사 선 배정 -> 추첨

참가사 입금처

예금계좌 (원화) 우리은행 1005-003-696489 / (미화) 우리은행 1081-300-855306

예금주
주식회사 코이코
※ 기업 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증을 반드시 코이코로 송부

코이코 지원사항

- 참가업체 신청 접수 및 참가비 수납
- 통역추천 등 전시 행정지원
- 부스임차, 장치, 운송, 전시 참가에 따른 출장 관련업무 지원

향후 일정

- 참가사 매뉴얼 작성, 보험 신청, 배지 신청, 통역 매칭 등

문의처

한국대표부

회사명 코이코(Korea Exhibition Company / www.thekoeco.com)
부서 해외전시사업부 담당자 조은애 주임

Email
eunae724
@thekoeco.com

Tel
02-577-4927
02-577-5927 Fax 02-577-5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