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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IBS 미용 박람회」 참가사 모집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코이코에서는 우리 화장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수출을 활성

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IBS 미용 박람회”에 참가사
를 모집합니다.

3.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는 금번에 
29회째를 맞이하는 북미 최대 스파/에스테틱/뷰티 전문 전시회로, IECSC 시리즈 중 
가장 오랜 역사와 많은 참관객을 보유한 전시입니다. 더불어 2021 라스베이거스 IBS 
는 금번에 14회째를 맞이하는 북미 최대 헤어/네일/메이크업 전문 B2B 전시회로, 
전시장 내 각 분야별로 섹션이 나누어진 프로페셔널한 전시회입니다.

4. 선착순 모집이오나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신청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시어 서둘러 참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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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회명: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 IBS 미용 박람회
2) 전시일시: 2021년 06월 20일 ~ 21일 (2일간)
3) 전시장소: 라스베이거스, Las Vegas Convention Center
4) 접 수 처: 코이코 ☎02)577-4927 *info@thekoeco.com

             담당 김리나 팀장 *rinakim@thekoeco.com 

유  첨 1. 2021년 전시회 개요 2매
2. 전시회 참가신청 방법 및 지원사항 1매
3.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신청서 및 협약서 2매(회신)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전시회명

(국문)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BE 미용 박람회

( ) 2021 International Esthetics, Cosmetics&Spa Conference Las Vegas

      2021 International Beauty Show Las Vegas

개최국/도시 미국/라스베이거스 홈페이지
https://www.iecsclasvegas.com/

https://lv.thebeautyexperience.com/

전시분야 화장품, 미용용품, 스파 전시회기간 2021.06.20 ~ 06.21

전시장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LVCC)

주최사 Questex Media Group Inc.

전시회개요

- 개최 주기: IECSC 연 4회 (뉴욕, 시카고, 라스베이거스, 플로리다 순회)

             IBS 연 2회 (뉴욕, 라스베이거스)

-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스킨케어/에스테틱/스파 전문 전시회로 유명한 IECSC 시리즈의 첫 전시로, 시

리즈 중 가장 오랜 역사와 큰 규모, 가장 많은 참가사/참관객이 방문함.

2019년 동 전시에서 참관객의 90%가 최종 구매/계약 체결 결정권자이며, 총 

87%의 참관객이 현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됨

- 2021 라스베이거스 IBS 국제 뷰티 쇼

헤어/속눈썹/네일/메이크업 특화 전시회인 IBS 인터내셔널 뷰티쇼가 미국 최대 

살롱 전문지인 American salon지와 합작하여 리브랜딩된 전시로, 다양한 부대 

이벤트 개최 예정. 더욱 다양하고 더 많은 참관객의 방문을 기대해보아도 좋

음

전시품목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2021 라스베이거스

IBS 국제 뷰티 쇼

스파/에스테틱 관련 서비스 및 제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모, PB상품, 마사

지, 반영구 시술, 미세 박피술 및 기계, 

미용 장비 및 부자재, 태닝, 팩키징 등

헤어 제품, 가발, 두발 연장, 헤어 액

세서리, 메이크업 및 서비스, 네일 케

어 제품, 맨즈 그루밍 제품, 헤어 장

비, 속눈썹 연장 등

전시규모 총 전시 면적: 약 159,318sqft / 총 참가사: 925개사 / 총 참관객: 46,400여 명

전년도 

전시 성과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2021 라스베이거스

IBS 국제 뷰티 쇼

- 총 전시 면적: 약 78,368sqft

- 총 참가사: 600개사

- 총 참관객: 23,200여 명

- 총 전시 면적: 80,950sqft

- 총 참가사: 325개사

- 총 참관객: 23,200여 명

참가 

기대효과

- 수년째 대미(對美) 수출 유망 품목군인 화장품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 제공한 ‘2019년 해외시장 진출 유망·부진 품목’ 

자료에 따르면 색조화장품/스킨케어 화장품/헤어 드라이기/마사지기 등의 

품목군이 수출 유망 품목군으로 분류되어, 우리 화장품 업체들의 미국 서부 

화장품 시장 진출 전망은 밝다 할 수 있음

유첨 1. 전시회 개요



- 밀레니얼 세대를 주축으로 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화장품 주요 소비자는 20대 

직장 여성으로, 이들은 백화점, 드럭스토어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뿐 

아니라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 특히나 한국 

화장품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스킨케어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레퍼런스가 구축되어 있음

- 컨벤션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2018년 라스베이거스 방문 총 관광객 4,290만 명 중 컨벤션 참관을 위한 

방문객 수만 총 630만 명으로, 7명 중 한 명은 컨벤션을 목적으로 방문할 

만큼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내 컨벤션의 도시로 저명함

- 스파&살롱 오너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필참 전시회인 IECSC/IBS

스파 용품/에스테틱/스킨케어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와 헤어/네일/속눈썹에 특화되어 있는 IBS 뷰티 쇼가 병행 전시되어, 

지역 내 분야별 뷰티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도면

2020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2020 라스베이거스

IBS 뷰티 익스피리언스

참가비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 국제 미용&스파 전시회

2021 라스베이거스

IBS 뷰티 익스피리언스

한국 공동관

임차료: $20/sqft, 장치비: $30/sqft

예) 100sqft(≒9.3sqm) 참가 시

$2,000 + $3,000 = $5,000

(환율 1,250 기준 약 6,250,000원)

한국공동관

임차료: $20/sqft, 장치비: $30/sqft

예) 100sqft(≒9.3sqm) 참가 시

$2,000 + $3,000 = $5,000

(환율 1,250 기준 약 6,250,000원)

※ 필수 공통사항: 코너 차지 $200/corner, 보험료 $115

한국관
모집 개요

- 모집대상: 스파용품, 화장품, 미용용품, 기타 연관 품목 수출유망기업

- 모집업체 수: 20개사 내외

- 모집부스: 한국공동관 100sqft(=약 9.3sqm) 이상가능

- 장치형태: 한국공동관 (개별부스 장치건은 참가사 협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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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설명회 이후 잔금 납부. 장치비는 장치사에 개별 송금

  ※ 보험료는 취합 후 코이코 이름으로 일괄 신청 예정

  ※ 납부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는 참가사 부담

참가계약금
100sqft 기준, 한 부스 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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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소 수수료가 발생, 전시 개최 15일 전까지 코이코로 지불

- 전시 개최 120일 이전(신청 후 2020년 2월 28일까지): 신청 부스 총액 50%

- 전시 개최 120일 이내(2019년 2월 28일 이후): 신청 부스 총액 100%

진행 일정

운송 마감 해상운송: 4월 20일 서류 마감 및 4월 30일 전시품 입고 마감 예정

업무설명회 2019년 4월 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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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 전시회 업무 설명회(부스 추첨 및 운송사, 장치사, 여행사 선정)

- 참가사 매뉴얼 작성, 보험 신청, 배지 신청, 통역 매칭 등

문의처

한국대표부

회사명 코이코(Korea Exhibition Company / www.thekoeco.com)

부서 해외전시사업부 담당자 김리나 팀장

Email
info

@thekoeco.comTel
02-577-4927

02-577-5927
Fax 02-577-5928

유첨 2. 참가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유첨 3-1. 참가 신청서

  
  폐사는 귀사에서 진행하는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IBS 미용 박람회”에 참가하
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개최일시
신청규모(sqft)

전시품목한국 공동관
IECSC

(스파, 스킨케어, 미용) 06.20-06.21IBS
(헤어, 네일, 속눈썹)

※ 한국공동관: 공동장치 진행 (기본조립부스보다 장치 업그레이드)

업체명
(국문)

담당자

성명 (국문)
성명 (영문)

(영문) 직위

대표자
(국문) 휴대폰
(영문) 직통 전화
(휴대폰) 이메일

홈페이지 팩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국문 우편번호(      )
영문

참가비 
납부 방법

2차에 걸쳐 납부
-1차: 100sqft 기준 계약금 200만원(계약금 입금 완료 시 참가 신청 완료)
-2차: 선정 후 계약금을 제외한 총 참가비 납부

참가사 
입금처 

(한화)우리은행 1005-003-696489 / (미화)우리은행 1081-300-855306
예금주: 주식회사 코이코
※ 기업명의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증을 코이코로 송부

대표이사 :                               (서명)

     20   년       월      일                                                     
        귀중

KOREA EXHIBITION COMPANY

2021 참가 신청서 (회신용)



유첨 3-2. 협약서

협  약  서 (회신용)

회 사 명 :
대표이사 : 
                         (명판, 인감)

당사(참가사)는 「2021 라스베이거스 IECSC/IBS 미용 박람회」의 참가를 동 전시
회의 한국 대리사인 주)코이코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성실한 의무이행과 참가성과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확약하며 이에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 참가신청은 신청서 제출과 계약금(부스 임차비의 일부)이 입금 되었을 시 참가 신
청이 완료 되며(계약금은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주말, 공휴일 포함), 계약금이 
납부된 부스와 관련 코이코는 임의로 부스를 취소 할 수 없으나, 기한 내에 참가비 
전액이 납부되지 않을 시 코이코는 임의로 해당 부스를 취소할 수 있다.

■ 참가사의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당사의 전시회 참가와 관련하여 개인 (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회사직원)을 포함, 재
산상에 일어난 손실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주최자나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
으며,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 스스로가 지고 주최사의 적절한 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요구 시 증명서를 제출한다.

■ 당사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 수납 및 코이코가 부과하는 금액을 차질 없이 
납부하며, 당사의 사정으로 신청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취소할 시 선
납된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당사는 주최측 부스 신청 약관에 의거, 전시 개최 120일(2020년 2월 20일) 전, 혹
은 부스를 지정 받은 이후 참가 취소 또는 규모 축소가 발생 할 경우 신청 부스 참
가비의 50%를, 전시 개최 120일 이후부터 전시 기간까지는 100%에 해당하는 비용
을 코이코에 지불한다. 

■ 당사는 도면 작성에 따른 공동이행 사항 및 참가사의 내부설계, 업무 등은 코이코
와 협의 수행토록 한다.

■ 본 협약서의 명판 및 날인은 대표자가 확인하였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주)코이코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