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B I 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ion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Be the first in the world.
Your Global Reliable Business Partner, IB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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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ITA는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는 지식경제부 장관 및 그 소속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2012년 1월 20일 설립된 공익단체기관으로써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에 뷰티 산업이 그 축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한국 뷰티 산업의 수출역량 강화와 국제무역촉진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 정보교류 등 뷰티 산업 발전
을 위한 각종 국.내외 사업으로 해외전시, 수출상담회, 국제 컨퍼런스, 컨벤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IBITA 주요사업
1. 해외 유망 전시회 및 컨벤션 주최/주관
2. 국제 세미나, 컨퍼런스, 국제 인증 등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유럽 화장품 인증 ECORE 세미나, 세계한상대회 뷰티 분과 네트워킹 실시,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컨퍼런스 등)
3. 해외무역촉진 시장개척단 및 해외 로드쇼 주최/주관을 통한 Street 현실 마케팅 지원
4, 해외 무역 전시를 통한 뷰티산업관련 중.소기업 참가 국제교류협력 확대 프로그램 구성 및 뷰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해외 협단체와 교류협력 및 주무관청 또는 유관기관으로 부터의 위탁사업
6, 국내박람회 해외 바이어 유치를 위한 부대행사 마련
7, 해외 전시주최자 및 해외 정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8, 국내업체와의 마케팅 장 실현을 위해 해외 업체 상담회 및 세미나 개최로 정부지원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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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BITA
IS?

IBITA (International Beauty Industry Trade Association) is a non-profit,
government community association established in January, 2012 to provide a trade
platform in the world beauty market and support overseas expansion-leading beauty
companies in the new future beauty market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IBITA operates participation in global
exhibitions and international programs including consulting, conferences and seminars
and global cooperation programs.

WHY
IBITA
?

Your Global Reliable Business Partner !
• 347 mmebers
• Large overseas networks
•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development of Korean beauty
• Supporting for participation in exhibitions and road shows
• Presentation meetings and consulting service for customers in the world market
• Supporting business for Korean beauty introduction to foreign markets
• The Korean Wave Hallyu marketing

When it comes to your global beauty marketing & promotion,

Contact IBITA!

IBITA 介绍
社团法人国际美容产业交易协会是根据非盈利法人的设立及监督规定第4条在2012年1月20
日设立的非盈利公益法人，积极支援强化韩国美容产业的对外发展、促进国际贸易提高附加
价值、促进国际情报交流的各项事业。
社团法人国际美容产业交易协会是旨在使美容产业可以成为提高国家竞争力的非盈利公益
机构，包括海外贸易经营、化妆品、美发、美容、化妆、美甲、各领域教育资格认证等有关美
容产业的所有领域。

IBITA 글로벌 파트너 Global Partner

IBITA Major Performance
1. Trade Shows / Exhibition Service
두바이 국제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한국단체관
Dubai Derma KOREA-IBITA pavilion

이태리 볼로냐 코스포로프 한국단체관
Cosmoprof Bologna Worldwide KOREA-IBITA pavilion
태국 화장품 원료 박람회 한국관
In-cosmetics Asia
2014 Korea-IBITA pavilion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한국관
Cosmoprof
North America
Korea pavilion

터키 뷰티 유라시아 한국관
Beauty Eurasia Korea pavilion

2. Seminar / Conference

세계한상대회 뷰티 분과 네트워킹 세미나
인코스메틱스 코리아 컨퍼런스
in-cosmetics Korea conference

3. Trade/Marketing consulting

중국 심양 수출상담회
한국기업 참가

유럽 화장품 인증 세미나

4. Business Networking
China 1:1 Business Matching

2015 이란 테헤란
뷰티&클린 박람회
Iran Beauty & Clean 2015

2015 체코
추계 프라하 인터뷰티
Interbeauty Prague 2015
2015 체코 춘계 프라하
2015 터키 화장품
인터뷰티 박람회 원료 및 용기 박람회
Interbeauty Prague 2015 Cosmetics & Homecare
Ingredients 2015
체코
★ 2015 터키 이스탄불
뷰티박람회
이탈
Beauty Eurasia 2015

이란

★ 2015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anton Beauty Expo 2015

리아

★ 2015 중국 춘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anton Beauty Expo 2015

터키

★ 2015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5

인도

★ 2015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2015

인도 화장품
원료 박람회
(8월 중)

일본 아시아 뷰티 엑스포 (5월 중)
일본 도쿄 헬스&뷰티 (7월 중)

광저우

★ 2015 두바이 국제
두바이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Dubai Derma 2015

사우디

일본

홍콩
태국

2015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뷰티섹터)
Hong Kong Houseware Fair 2015
2015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뷰티섹터)
Hong Kong Gifts & Premium Fair 2015
★ 2015 홍콩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2015

2015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ASEAN Beauty 2015
★ 2015 태국 방콕 인도네이시아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metics Asia 2015

IBITA 해외전시사업 안내

호주

IBITA 와 함께하는 뷰티 해외전시회 !!
Beauty Global 시장 개척에 새로운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IBITA would be your supporter !
IBITA는 뷰티 해외전시회 참가성과 극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2015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lia 2015
2015 호주 시드니 헤어 엑스포
Hair Expo Australia 2015
2015 호주 멜버른 뷰티살롱 박람회
Salon Melbourne 2015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전시장 임차부터 장치, 통역원 알선까지 IBITA가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2.

전시장까지 전시품 운송과 통관을 일괄 지원해 드립니다.

3.

전시회 개최 전, 해외바이어 약 15,000명에게 참가사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4.

IBITA 단체관 참가시, 참가사의 디렉토리를 제작하여 전시회 현장에서 해외바이어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5.

IBITA 직원이 전시장에 상주하여 참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6.

매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IBITA 주관 해외전시회의 일정을 알려드리며, 각 지자체별
해외전시회 지원내역을 안내 및 공지하여 지자체 지원신청에 협조해 드립니다.

문의처
IBITA 해외전시팀
Tel. 02-861-8087 Fax. 0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2015 인도네시아 뷰티&헬스 박람회
Indobeauty & Indohealth 2015

2015

주관
해외박람회

2015년 미국 롱비치 살롱&스파
Long Beach Salons & Spa 2015

롱비치
미국 하와이
스파 마켓
플레이스 (1월 중)

북미
2015 멕시코 뷰티 엑스포 라스베가스
Expo Beauty Show 2015

멕시코

미국
하와이

★ 2015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5

★ 2015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Beauty Fair 2015

브라질

전시회명

품목

2015 미국 롱비치 살롱&스파
Long Beach Salons & Spa 2015

뷰티종합 판매
(Selling) 위주

2015 호주 멜버른 뷰티살롱 박람회
Salon Melbourne 2015

에스테틱,
뷰티살롱

★ 2015 중국 춘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anton Beauty Expo 2015

뷰티종합

★ 2015 이태리 볼로냐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Worldwide Bologna 2015

뷰티종합

★ 2015 두바이 국제 피부미용 전문 박람회 피부미용기기,
Dubai Derma 2015
화장품
2015 태국 아세안 뷰티 박람회
ASEAN Beauty 2015

뷰티종합

2015 체코 춘계 프라하 인터뷰티 박람회
Interbeauty Prague 2015

뷰티종합

2015 홍콩 가정용품 박람회 (뷰티섹터)
Hong Kong Houseware Fair 2015

가정용품(뷰티)

2015 이란 테헤란 뷰티&클린 박람회
Iran Beauty & Clean 2015

개인위생용품,
뷰티종합

2015 홍콩 선물용품 박람회 (뷰티섹터)
선물용품(뷰티)
Hong Kong Gifts & Premium Fair 2015

참가 신청 절차
IBITA 해외전시회 공용 참가신청서 작성 후 Email 또는 팩스 회신
Email. ibita@ibita.or.kr Fax. 02-6280-3368

참가신청금 납부 및 입금증 송부

IBITA 담당자 접수 확인

참가업체 선정통보

참가비 잔금 납부

전시회 참가

★ 2015 터키 이스탄불 뷰티박람회
Beauty Eurasia 2015

뷰티종합

2015 호주 시드니 헤어 엑스포
Hair Expo Australia 2015

헤어전문

★ 2015 북미 라스베가스 코스모프로프
Cosmoprof North America 2015

뷰티종합

2015 호주 시드니 뷰티 엑스포
Beauty Expo Australia 2015

뷰티종합

2015 인도네시아 뷰티&헬스 박람회
Indobeauty & Indohealth 2015

화장품원료,
용기

2015 인도 화장품 원료 박람회
Beauty India 2015

뷰티종합

★ 2015 브라질 뷰티 페어 박람회
Beauty Fair 2015

뷰티종합

★ 2015 중국 추계 광저우 뷰티 박람회
Canton Beauty Expo 2015

뷰티종합

2015 멕시코 뷰티 엑스포
Expo Beauty Show 2015

뷰티종합

2015 체코 추계 프라하 인터뷰티
Interbeauty Prague 2015

뷰티종합

★ 2015 태국 방콕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metics Asia 2015

화장품원료,
용기

★ 2015 홍콩 코스모프로프 아시아
Cosmoprof Asia 2015

뷰티종합

2015 터키 화장품 원료 및 용기 박람회
Cosmetics & Homecare Ingredients 2015

화장품원료,
용기, 화장품

★ 2015 사우디 헬스&뷰티 박람회
Saudi Health & Beauty 2015

뷰티종합

회원사 가입 안내
회원사에게 드리는 IBITA 특전
1.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홍콩무역발전국(HKTDC)와 MOU 체결
홍콩무역발전국(HKTDC)은 홍콩의 무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웹사이트에 등록된 해외바이어수 약 15만명
협회 회원사 100개 기업 한정, HKTDC 웹사이트에 1년간 무상으로 회사 소개 및 제품 게재 기회제공
2. IBITA 월간 뉴스레터 및 분기별 IBITA Story 소식지를 통한 뷰티 업계 정보 제공
해외유망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참가소식 및 정보 안내
IBITA 진행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석 회원사 할인혜택
해외시장 개척단 및 로드쇼 행사 개최시 회원사 참가우대
3. IBITA 진행 해외전시회 참가 시, 협회 보유 해외바이어 홍보 및 디렉토리 제작
전시회 참가 전, 협회 보유 약 15,000 해외바이어 참가사 대량 홍보
전시회 현장, 협회 제작 오프라인 디렉토리 해외바이어에 직접 홍보
전시회 참가 후, 사후 해외바이어 매칭 지원
4. 중국 강서성 JSBC 국영 방송에 회원사 제품 소개
5. 코리아 비즈니스 쇼 (박람회 사전 미니 쇼) 회원사 제품 소개
6. 전시회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원활한 전시 지원
7. 모든 해외 전시회 최다 지원 인원 파견, 전시회에 상주하여 참가기업 애로사항 지원
8. 협회 홈페이지에 참가사 디렉토리 1년간 무료 게재를 통해 26만(해외협력파트너사 포함) 바이어에 소개
9. 협회 주관 해외박람회 참가시 연회비 할인혜택
10. IBITA 신규회원사, IBITA Story 소식지에 게재

회원사 가입절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원가입신청서 (협회소정양식)

Step 1
구비서류

Step 2
회원사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Step 3
가입금 납부

Step 4
Web 회원 등

Contact Information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IBITA 운영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 팩스
Email. ibita@ibita.or.kr Fax. 02-628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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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정회원 ID/PW 등록

Tel 02-861-8084~7 Fax 0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 Your gateway to KOREA

’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Tel +82-2-861-8084~7 Fax +82-2-6280-3368
E-mail ibita@ibita.or.kr

www.ibi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