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스웨덴 K-뷰티 쇼케이스 참가기업 모집공고
KOTRA는 대한민국-스웨덴 수교 6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 스웨덴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K-뷰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 스웨덴 K-뷰티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우리 K-뷰티 기업들이 스웨덴 스톡홀름 현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며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 바,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쇼케이스 개요
ㅇ 행사명 : 2019 스웨덴 K-뷰티 쇼케이스
ㅇ 일자 및 장소 : 2019.6.14.(금),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호텔
ㅇ 주요내용 : 기업별 제품 전시를 통한 자사 제품 홍보
ㅇ 주최 : KOTRA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 세부 일정 및 장소 추후 변동 가능
□ 참가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ㅇ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을 하였는가?
ㅇ 피해야 하는 성분(Cyclopentasiloxane, Cyclohexasiloxane 등)이 함유되어 있지는 않은가?
ㅇ 현지 바이어의 취향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용기에 담겨였는가? (예 : 북유럽 감성의 심플한 스타일 등)
ㅇ 친환경 제품인가? (예 : 유기농 제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미실시한 제품 등)
ㅇ 플라스틱 함유량이 적은가?
ㅇ 혁신적인 뷰티 디바이스인가?
ㅇ 신청양식을 충실히 작성하였는가?
※ 향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추가 신청양식 작성 요청 예정
□
ㅇ
ㅇ
ㅇ
ㅇ
ㅇ

참가신청
신청자격 : 국내 K-뷰티 관련 기업
모집제품군 : 스킨케어, 메이크업, 남성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헤어, 네일, 오가닉
참가비 : 없음(단, 통관수수료 및 관세 등을 포함한 제품 운송 관련 제반비용은 참가기업 개별부담)
지원내역 : 제품 홍보를 위한 행사장 내 전시대 제공
제품 발송방법 :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주소로 DHL 운송사를 통해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으로 발송
※ 우체국 EMS 등 다른 방법 혹은 조건으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서는 제품 수령이 불가함
ㅇ 유의사항 : 신청기업 중 일부는 주재국 여건 등 현지 사정에 따라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참고사항 : 상세한 제품 발송방법은 참가기업 확정 후 안내 예정
ㅇ 신청기한 : 2019.5.10.(금) 18:00限 (한국시간 기준)
ㅇ 신청방법 : 1) 유첨 신청양식(국문/영문) 2) 유첨 개인정보동의서 3)영문 브로셔 4) 회사 로고(pdf 또는 ai 파일)를
다음 이메일(diplomacy3@kotra.or.kr)로 회신
□ 문의처 : KOTRA 경제협력총괄팀 이정준 대리 (02-3460-7688/7685)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이효미 대리 (+46-8-30-8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