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회명
(국문) 2020 홍콩 미용박람회

(영문) COSMOPROF ASIA 2020

개최기간 2020. 11. 11(수) ~ 11. 13(금)

전시장소 홍콩종합전시장 (Hong Kong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전시주최 Cosmoprof Asia Ltd. 

주관기관 수원상공회의소

전시품목
전문화장품(뷰티살롱, 스파용품), 미용기기, 미용잡화 등

(세부 사항은 www.cosmoprof-asia.com 참조)

전시규모

(2019년 기준)

○ 전시면적 : 113,800sqm

○ 참가업체 : 48개국 2,955개사

○ 방 문 객 : 129개국 40,046명

전 시 회

특    징

○ 올해 25회째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의 미용박람회로 이태리 볼

   로냐 미용박람회와 함께 세계 양대 뷰티 박람회로 손꼽힘. 

○ 130여개국 4만명 이상의 전문 바이어가 방문하고, 수출입 상담  

   이 활발하여 제품 홍보와 신규 해외시장 개척에 유용한 전시회

한    국
참가기업

586개사 (2019년 기준)

수원상의

단체관 위치

홍콩종합전시장(HKCEC) Hall 3E (5개 부스) & Hall 3F (3개 부스)

<자세한 위치는 단체관 도면 참조>

총참가비
1,000만원 내외 (1부스 12sqm 기준)

※ 추후 협업관 국비 예산 배정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최종 참가비 확정 

기본장치 

제공비품

회사명판, 벽판넬, 카펫, 톨 쇼케이스 또는 테이블 쇼케이스중 택1, 

상담테이블 1개, 의자 2개, 4단 선반 1세트, 조명 5개, 휴지통, 소켓 

전력 등 Ready Stand Booth 장치 

※ 상기 이외의 추가 장치는 참가업체 부담.

※ 단, 산업부 협업관 진행 확정시, KOTRA 한국관과 장치/비품 통일 예정

첨부 1. Cosmoprof Asia 전시회 개요



모집규모 수원 관내 중소기업 8개사 (총 8개 부스, 96sqm)

대상품목 전문화장품(뷰티살롱, 스파용품), 미용기기, 미용잡화 등 뷰티 종합

신청기간
2020년 6월 12일(금)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

<단, 수원기업 신청 마감후, 모집 미달시에는 지역 구분없이 지원 예정>

지원대상 수원 관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참가기업

선    정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 신청금 납부 선착순 선정

<단, 품목관 전시품목과 부적합시 선정에서 제외>

장치형태 기본 조립부스(Ready Stand) 또는 한국관 공동장치(협업관 확정시)

수원상의

단체관 위치

홍콩종합전시장(HKCEC) Hall 3E (5개 부스) & Hall 3F (3개 부스)

<자세한 위치는 단체관 도면 참조>

※ 참가기업 부스위치 배정시, 참가 신청서 제출 및 신청금 납부 순서로 배정

총참가비 
1,000만원 내외 (1부스 12sqm 기준) 

※ 추후 협업관 국비 예산 배정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최종 참가비 확정 

단 체 관

지원내역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전시품 해상운송료 1CBM 한도

※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전시품 반송비용, 추가 장치비용 등 단체관 

   지원내역 이외 비용은 업체 개별부담

※ 세부 지원내역은 추후 협업관 예산 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가비 납입

* 참가 신청금 : 전시회 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입

* 참가비 잔금 : 선정 확정 통보후 7일 이내 참가비 잔금 납입

※ 참가비 잔금 납부이후, 총참가비에 대한 영세율계산서 발행

참가 신청금
1부스(12sqm)당 400만원 (참가신청금 입금 시점이 신청 완료 시점임)

※ 신청후 취소 시, 참가 신청금 환불 불가. 

참 가 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227501-04-287070 (예금주 : 수원상공회의소)

취소 수수료

참가사의 사정으로 참가를 취소할 경우,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수원상공회의소로 지불해야 함.

- 전시회 개막 90일 전 : 참가비 총액의 80%
- 전시회 개막 60일 전 : 참가비 총액의 100%

사전설명회
2020년 8월중 개최 예정 (선정업체 대상 별도 공지)

[전시회 사전준비 안내, 장치, 운송, 여행 안내, 부스 추첨 등]

문의 및 신청
수원상공회의소 기업마케팅지원팀 황경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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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수원상의 단체관 참가기업 모집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