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ITA 회원사 가입 안내
회원사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사 가입이 완료되며, 회원사가 되시면 연회비를
납입하게 됩니다.

1. 회원사 가입 절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신청서 (협회소정양식)

〮 회원사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운영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Email: ibita@ibita.or.kr
Fax: 02-6280-3368

〮 가입금 납부
- 회원사 연회비 : 600,000원
- 매년 자동 연장
- 가입금 납부 확인 후 협회 이사회 회원가입 검토
- 이사회 승인 후 회원가입 완료

〮 Web 회원 등
-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정회원 ID/PW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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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ITA 회원사 가입혜택
1) 해외 유명 박람회 한국관 참가시 우선 선정권
♣ 2014년도 당사 주관 정부지원 해외 박람회 및 KOREA-IBITA관 박람회
박람회명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Dubai Derma
터키 이스탄불 뷰티 유라시아
Beauty Eurasia 2014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4
멕시코 뷰티 엑스포
Expo Beauty Show
태국 화장품 원료 박람회
In-cosmetics Asia
홍콩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Asia
사우디 젯다 헬스 & 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개최기간
2015.3.20 ~ 3.23

2015.4.7 ~ 4.9

2014.6.12 ~ 6.14
2014.7.13 ~ 7.15
2014.10.26. ~ 10.28
2014.11.4 ~ 11.6
2014.11.12 ~ 11.14
2014.11.24 ~ 11.27

한국관 규모
총 40개사
IBITA 단독

품목
뷰티 종합

총 20개사

피부 미용기기 및

IBITA 단독

화장품

총 16개사
KOTRA, IBITA
총 26개사
IBITA 단독
총 10개사
IBITA 단독
총 12개사
IBITA 단독
총 45개사
IBITA 단독
총 10개사
IBITA 단독

뷰티 종합
뷰티 종합
뷰티 종합
화장품 원료, 용기
뷰티 종합
뷰티 종합

2)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 세계 최고 전시 주최사 Reed Exhibitions사 (약 260,000 해외바이어 보유)와
우리 협회 IBITA 홈페이지 상호링크
- 우리 협회 IBITA 홈페이지 디렉토리 (회원사 제품) 게재
- 협회 보유 바이어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회원사 마케팅 맞춤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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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ITA 회원사 가입혜택
3) IBITA 월간 뉴스레터 및 분기별 소식지
- 해외유망 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참가소식 및 정보 안내
- IBITA 진행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회원사 할인혜택
- 해외시장 개척단 및 로드쇼 행사 개최시 회원사 참가 우대
- 정부 유관기관 단체 행사 및 관련소식 제공

4) 협회 진행 해외박람회 참가 시, 협회 보유 해외바이어 홍보
- 박람회 참가 전, 협회 보유 약 260,000 해외바이어 대량 홍보
- 박람회 현장, 협회 제작 오프라인 홍보물 전달 및 직접홍보
- 박람회 참가 후, 사후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3. 문의처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운영팀
Tel : 02-861-8084
Fax : 02-6280-3368
E-mail : ibita@ibi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