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대구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대 구 광 역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제8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개최안내 및 참가 협조 요청
1.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급변속에 뷰티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마케팅 기회 제공으로 뷰티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경기회복에 기여
하고자 『2021년 제8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올해 전시회는 축제형 종합뷰티행사에서 구매, 수출 상담회 등을 확대하는 등 비즈
니스 성과중심의 전시회 진행을 추진하여 지역뷰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 중인 K-뷰티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 귀
기관(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시회 개요
○ 행 사 명 : 2021 대구국제뷰티엑스포 (Daegu International Beauty Expo 2021)
○ 기간/장소 : `21. 5. 21(금) ~ 5. 23(일) / EXCO 1,2홀 전시장 및 회의실 등
○ 주최/주관 : 대구시 / EXCO,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전시규모 : 100개사 500부스
○ 행사구성 : 전시회, 특별전시관, 비즈니스 매칭, 세미나, 교육&라이브행사
- 전 시 회 : 화장품, 헤어, 네일, 바디케어, 패션, 주얼리, 화장품원료, 포장기기, 미용기기,
코스메디 등
- 부대행사 : 화상수출상담회, 유튜브 초청 라이브, 협회별 세미나 및 위생교육 등

붙임 : 참가안내서 1부(별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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