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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 할랄 산업엑스포코리아』IBITA/GTDA/KBITA 통합단체관 참가사 부스비지원 안내의 件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와 진흥원에서는 국내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개최하는 국내최초 할랄 전문 전시회인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 (HALAL TRADE EXPO KOREA 2018)”에 통합단체관(IBITA/GTDA/KBITA)을 주관함에 따라 선
착순 6개사에 한하여 부스참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통합단체관에 참가를 원하시는 기업께서는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작
성하시어 IBITA, GTDA, KBITA 사무국으로 신청 접수바랍니다.

-------------------------------------- 다

음 ---------------------------------------

1. 전시회명 :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Halal Trade Expo Korea 2018)
2. 일

시 : 2018년 8월 16일~ 8월 18일 (3일간)

3. 개최장소 : 서울, COEX HALL A
4. 지원대상 : IBITA 통합단체관에 참가하는 선착순 6개사에 한하여 지원
5. 지원사항 : 기업당 100만원 지원
예 ) 조립부스 1부스 신청시,
부스비 250만원(부가세별도) - 협회지원금 100만원 = 참가업체부담금 165만원(부가세포함)
6. 마감일자 : 2018년 7월 23일 (선착순 모집마감)
7. 신청방법 : 협회공용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및 팩스 송부
8. 주

최 : (사)한국할랄수출협회

9. 주

관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 (주)월드전람

10. 문 의 처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글로벌무역진흥원GTDA/ 한국뷰티산업무역원KBITA
Tel. 02-6268-2606, 02-6673-9600, 02-6275-2477

Fax: 02-6280-3368

E-mail : ha.bae@ibita.or.kr / ky.yoon@ibita.or.kr
※ 붙임
1. 박람회 개요 및 참가신청 방법
2. 할랄(Halal)의 정의 및 개요
3. 2018 할랄 코리아 전체 도면
4. 참가신청서

2018년 7월

9일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직인생략

붙임 1

박람회 개요 및 참가 신청방법

□ 박람회 개요
1. 전시회명 :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HALAL TRADE EXPO KOREA 2018'
2. 일

시 : 2018년 8월 16일(목)~ 8월 18일(토) (3일간)

3. 장

소 : 서울, COEX HALL A

4. 규

모 : 6개국 65개사 92부스 참관객 36,976 (2017년도 기준)

5. 전시품목 : 화장품, 식품, 식음료,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원료의약품, 관광상품
패션의류, 의료용품, 할랄인증컨설팅 등
6. 부대행사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매칭)
국제할랄컨퍼런스
할랄 식문화체험
한국관광공사 주최 할랄푸드페스티벌

□ 박람회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마감 (참가비 입금완료 업체 우선선정)
2.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붙임4) 작성 후 이메일 or 팩스 회신
◆ E-mail : ky.yoon@ibita.or.kr / ha.bae@ibita.or.kr
◆ Tel. 02-6268-2606, 02-6673-9600, 02-6275-2477
◆ Fax: 02-6280-3368
3. 참가신청금 : 250만원(부가세별도)
- 참가신청금 입금은 참가 확정으로 간주
* 기본부스 신청은 1부스 9sqm 이상 가능
- 참가 신청 이후 취소 시 참가 신청금 반환치 않음
4. 참가비 입금계좌
계좌번호: 국민은행 241101-04-391252
예금주: (주)한국뷰티산업무역원
5. 문 의 처 : (사)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IBITA/ 한국뷰티산업무역원KBITA / 글로벌무역진흥원GTDA
배현아 대리 / 윤규연 대리

□ 참가업체 혜택
l 세미나 참가: 할랄인증기관총회, 할랄시장 소비자단체와의 대화, 할랄강좌 등 무료 참관
l 온라인 상품홍보: 할랄식품 전문 홍보 사이트 및 SNS를 통한 상품 홍보 혜택
l 바이어 소개: 무역네트워크를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소개
l 보도자료무료배포: 업체당 1건 보도자료 무료 배포(대상: 언론사, 보유 기자리스트 활용)

붙임 2

할랄(Halal)의 정의 및 개요

□ 할랄이란?
할랄(아랍어:ﻼﻝ
ﺣ, "허용된"이라는 뜻)은 이슬람법(샤리아)에 허용된 항목을 뜻하는 말로, 주로 이슬람법상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하람("금지된"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이는 하렘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피,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 알콜성 음료와 취하게 하는 모든 음식, 육식
동물과 맹금류,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품목이 함유된 모든 가공 식품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게 도축된
동물'이 금지된다는 말은 허용된 동물이라도 자비하()ﺫَﺑِﻴْﺤَﺔ라는 이슬람 도축 방식에 의해 도축한 것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 Why Korea?
2010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무슬림은 세계 인구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2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있습니다.
종교에서 기인한 할랄의 개념은 최근 건강한 식품소비의 방식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네슬레, KFC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할랄이 가지는 건강 자연친화적 속성에 착안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 경쟁적으로 할랄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할랄산업 강국들은 약 2조 3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계 할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주도의 할랄인증표준화 및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국내 할랄산업 육성 및 한국 기업의 해외 할랄시장 진출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하고
있으며, 현재 이슬람권에 일고 있는 한류, 한-아세안 FTA,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된 자연친화적 식품 산업기반 등
을 고려하면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세계 할랄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3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 전체 도면

IBITA/GTDA/KBITA
통합관 위치

붙임 4

2018년도 전시회 공용 참가신청서 (회신용)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
HALAL TRADE EXPO KOREA 2018

<회사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한글)

전화

(영문)

팩스

(한글)

담당자명

(한글)

(영문)

(직위 포함)

(영문)

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 E-mail

담당자 E-mail

회사주소

<신청내역>
전시회명
신청부스 Size

기간

2018 할랄 산업엑스포 코리아

본 박람회

sqm

과거참가횟수

* 9sqm 이상 신청가능

전시

(국문)

주요품목

(영문)

2018년 8월 16일~ 8월 18일

참가비 : 250만원(부가세별도) (1부스 기준)
참가비용

* 참가비 입금 시 참가 확정으로 간주
* 참가신청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 납부 참가비 전액의 환불 일체 불가

참가비
지불방법

입금계좌 : 국민은행 241101-04-391252
예금주 : (주)한국뷰티산업무역원
사업자등록증사본

구비서류

참가신청금 입금증 사본
카타로그/제품설명서(해당자에 한함), 첨부 파일이 많을 경우 zip로 압축 바랍니다.
폐사는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에 위와 같이 참가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 대표이사 :

사단법인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귀중
한국뷰티산업무역원
글로벌무역진흥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