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참코리아는 국제인증전시회로
수출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OFFICIAL WEBSITE

The best platform
to drive your beauty business forward

InterCHARM Korea는 매해 50여 개국에서 약 3,000명이 넘는 해외바이어가 내방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뷰티·화장품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2021 InterCHARM Korea는 해외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가기업과 뷰티·화장품 관계자들에게
대면&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빅바이어 비대면 수출상담회와 해외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바이어 상담회 및 사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동시개최하여
다양한 뷰티 화장품 분야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뷰티·화장품 분야 B2B 전문 전시회로서
구매력을 갖춘 해외바이어 발굴 및 잠재시장 Key Players 초청을 통해
참가기업의 전시회 참가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Show Result
방문 바이어

12,900

InterCHARM Korea 2021
- 2021. 09. 15(수) ~ 17(금), 3일간
- 서울 Coex A홀

명

해외바이어 상담회

수출상담회

$ 14,208,000

$ 58,000,000

해외 온라인 수출 상담회 (Global Virtual Meeting)

국내 MD 상담회 (Business Matching with Merchandisers)

장소│전시장 內 바이어 라운지

장소│전시장 內 바이어 라운지

주최│KOTRA, SeoulMESSE Ltd., Reed K. Fairs Ltd.

주최│Korea Federation of Special Sales Enterprise, SeoulMESSE Ltd., Reed K. Fairs Ltd.

바이어 상담액│$ 14,208,000 (487건)

바이어 상담액│$58,000,000 (648건)

참가 바이어│48 개국 143 개사

참가 바이어│52 개사 72 명

TOP 20
BUYERS’
COUNTRIES

China

USA

Singapore

India

Thailand

Taiwan

Russia

Malaysia

Mexico

Vietnam

England

Spain

Uzbekistan

Indonesia

Japan

Poland

France

Finland

Philippines

Hong Kong

VISITORS
29.3%

BEAUTY PRODUCT IMPORTER, EXPORTER, DISTRIBUTOR

8.8%

BEAUTY SALON OWNER

26.1%

BRAND RETAIL SHOP, ONLINE SHOP OWNER

3.6%

HOSPITAL, PHARMACY OWNER

14.1%

BRAND MARKETER

3.5%

GOVERNMENT AND PRIVATE ASSOCIATION

12.7%

BEAUTY PRODUCT OEM·ODM/ R&D OWNER

1.9%

PRESS

2022 SHOW OVERVIEW
명

칭

2022 인터참코리아 InterCHARM Korea

기

간

2022. 9. 21(수) ~ 23(금), 3일간

장

소

서울 COEX C홀

주

최

SeoulMESSE Ltd., Reed K. Fairs Ltd.

Why

?
해외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Reed ISG (International Sales Group) 및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글로벌 화장품 바이어 수출상담회 운영
30개국 60여개사 100여명의 해외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기회 제공

Online Business Matching Program 운영 │ 참가업체 ↔ 사전등록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을 통한 국내외 바이어와의 자율적인 상담매칭 프로그램 도입 / 운영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현장 상담을 통해 전시회 참가 성과 극대화

글로벌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넘어 러시아 및 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동시 개최

바이어 & 홍보 프로그램 확대
해외바이어 대상 비대면 상담회 동시 개최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1:1수출상담회 개최로 온·오프라인 다양한 판로 개척 및 내수 진작 활성화
온라인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홍보 및 매출 극대화

참가업체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해외 및 국내 미디어 초청을 통한 현장 취재
참가업체 보도자료 (PR) 배포 및 Instagram 등 SNS 활용을 통해 제품 홍보 지원 등

NTB Beauty Awards

Global Virtual Meetings

Business Matching with Merchandisers

전시품목 Exhibit Items
PERFUMERY & COSMETICS

│ Skincare, Makeup, Bath & Body Care, Perfumes, Toiletries, Makeup Accessories, etc.

OEM∙ODM, RAW MATERIAL

│ Ingredients, OEM, Packaging, Machinery & Equipment, etc.

HAIR & NAIL SALON

│ Haircare, Hair Color, Styling Products & Accessories, Nail Art, Eyelashes & Waxing, etc.

AESTHETIC & SPA

│ Products & Equipment for Professional Salon & Clinics, etc.

HOME BEAUTY & PERSONAL CARE │ Home-use Device & Products, Feminine Hygiene Products, Dietary Products, etc.

전시출품 안내 Application Guide
부스 참가비 안내
부스 타입

공급가 (VAT 별도)

비고

독립부스

2,600,000원/부스

전시면적(Space)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Stand Type 1

조립부스

3,000,000원/부스

전시면적 + 조립부스

(3m*3m=9㎡)

프리미엄 기본형

3,700,000원/부스

전시면적 + 업그레이드 부스

프리미엄 고급형

4,700,000원/부스

전시면적 + 고급형 업그레이드 부스

독립부스

3,400,000원/부스

전시면적(Space)만 제공 /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Stand Type 2

조립부스

3,900,000원/부스

전시면적 + 조립부스

(4m*3m=12㎡)

프리미엄 기본형

4,800,000원/부스

전시면적 + 업그레이드 부스

프리미엄 고급형

5,600,000원/부스

전시면적 + 고급형 업그레이드 부스

Additional
Options

레드카펫존

150,000원

선착순 마감

코너부스

150,000원

최대 1코너 가능 / 선착순 마감

※ 인터참코리아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이 주최하는 전시회로, 수출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인터참코리아’ 또는 ‘서울메쎄’를 검색하세요.

참가 신청 마감
부스 소진시까지

조기신청 1차 : 2022년 4월 29일 (금)까지 (부스당 20만원 할인 적용)
조기신청 2차 : 2022년 6월 24일 (금)까지 (부스당 10만원 할인 적용)

참가비 납부 안내
계약금 1차 (20%)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내

계약금 2차 (30%)

2022년 6월 24일 (금)까지

잔금 (50%)

2022년 7월 15일 (금)까지

은행 계좌 안내

조립부스

한국씨티은행 5-044156-034 / 예금주 : 리드케이훼어스유한회사
※ 입금 시 “회사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기본형

프리미엄 고급형

※주최측 사정에 의해 부스 제공사항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www.intercharmkorea.com

★

YouTube ★

InterCHARM Korea Team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 FORHU 802호
Tel. 02-2284-0008 Fax. 02-2284-0005
Email. info@intercharmkorea.com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602호 (테라타워 2차)
Tel. 02-554-3010 Fax. 02-881-5445
Email. info@intercharm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