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홍콩 미용박람회

         수원관내 참가기업 모집 안내

수원상공회의소에서는 수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미용 박람회인 『2020 홍콩 미용박람회』 수원상의 단체관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2020 홍콩 미용박람회 [COSMOPROF ASIA 2019]

   ◎ 전시기간 : 2020. 11. 11(수) ~ 11. 13(금) 【3일간】 

   ◎ 전시장소 : 홍콩종합전시장 (HKCEC ;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 단체관 위치 : 홍콩종합전시장(HKCEC) Hall 3E&3F (수원상의 홈페이지 단체관 위치 도면 참조)

   ◎ 전시규모 : 48개국 2,955개사 전시 참가, 방문객 129개국 40,046명 참관 <2019년 기준>

       ※ 한국 참가기업 : 586개사 <2019년 기준>

   ◎ 전시품목 : 전문화장품(뷰티살롱, 스파용품), 미용기기, 미용잡화 등 
          (세부 사항은 www.cosmoprof-asia.com 참조)

   ◎ 전시회 특징 : 이태리 볼로냐 미용박람회와 함께 세계 최대의 뷰티 박람회로 손꼽히며,  

             세계 각국 바이어들이 대거 방문하는 수출입 상담 위주의 미용 종합 행사

■ 참가업체 모집 및 지원내용
   ◎ 지원업체 : 수원 관내 중소기업 8개사 / 8개 부스(1부스 12sqm)

   ◎ 신청기간 : 2020년 6월 12일(금)까지 

       ※ 단, 수원기업 신청 마감후, 모집 미달시에는 지역 구분없이 접수 예정임. 

   ◎ 지원대상 : 수원 관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 지원선정 :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 신청금 납부 선착순 선정

                  <단, 3E 및 3F홀 전시품목과 부적합시 선정에서 제외>

   ◎ 지원내역 : 참가비(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전시품 편도운송비, 기타 행정지원 등 

   ◎ 참가 신청금 : 400만원 ※ 신청후 취소 시, 참가 신청금은 반환하지 않음.

      (총 참가비는 1,000만원 내외이며, 추후 산업통상자원부/KOTRA와 협업관 진행 확정시 일부 국비 지원 예정)

        ※ 선정기업 부스위치 배정시, 참가 신청서 제출 및 신청금 납부 순서로 부스 우선 배정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시회 개요” 및 “참가기업 모집 개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황경순 팀장

       ☎ 031-244-3453   팩스 : 031-244-3477   이메일 : kenhwang@korcham.net

   ◎ 신청방법 : 수원상의 홈페이지(www.suwoncci.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 제출 및 신청금 납부 (우.1631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