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TRADE
화장품 특별판 온̇ 오프 발간

(주)트레이드월드와 (주)코스인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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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K-Beauty 수출 확대

전 세계 72개국 103개 해외 무역관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K-Beauty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바이어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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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DE
화장품 특별판 온̇ 오프 발간

www.koreatrade.or.kr
www.cosinkorea.com

전 세계 전시회 및 바이어상담 중단 및 연기
이러한 시기에 (주)트레이드월드와 (주)코스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K-Beauty(화장품) 관련
바이어들의 수요에 부응 한국무역협회의 수출바우처 활용을 통한 바이어매칭 홍보사업입니다

※ KOREA TRADE는 1962년 KOTRA 설립과 동시에 창간된 홍보매체로 전 세계 무역관 및 해외공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홍보전문 매체로 (주)트레이드월드가 1999년 인수 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광고신청문의

�. 사업자등록증�사본
�. 한국무역협회�회원증�사본 

구비서류
����년 �월 ��일~�월 ��일까지
(선착순�접수)

신청기간
박지현�상무
���-����-���� / ��-����-����

신청문의 (주)코스인�마케팅사업국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무역 및 인적교류 위축

이러한 시기에 국내 최고의 영문홍보잡지 KOREA TRADE 특별판 온̇오프발간은 위축된 
대외수출환경에서 귀사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귀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Beauty기업으로서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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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K-Beauty 수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K-Beauty가 중국 및 신 남방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바이어매칭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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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DE 화장품 특별판 발간개요

제목 ���� KOREA TRADE Special Edition : Cosmetic Products

발간체재 부수�및�페이지 - ��,���부 / ���p 내외, 규격 - ��배판, 용지 - 아트지

수록내용 한국�화장품산업�현황�및�수출동향, 유망�화장품업체�동향�및�신제품�소개�및�제품�광고

배포처 KOTRA 해외 ���개�무역관, KITA 해외 ��개�지부, OKTA 전�세계 ���개�지회, INKE 전�세계 ��개�지부,
전�세계 ��개�해외�유망�화장품�전시회, 전�세계 �만개바이어

온라인�홍보 온라인용 e-book(디지털�매거진) 형태로�제작하여�전�세계�바이어들에게 URL 배포�및 www.koreatrade.or.kr 사이트에
디지털매거진�업로드�활용

발간일자 ����년 �월 �일(월) 선착순�마감

(주)트레이드월드는 Kotra 해외마케팅 대행사로서 한국의 중소기업상품을 홍보하는 Korea Trade 매거진을 제작 발간하여 전 세계 72개국 
103개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를 측면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상품 홍보지

SINCE 1962
58년 전통의

한국상품을 대표하는
브랜드파워 1위

디지털 매거진 www.koreatrade.or.kr

해외 전시회 배포현장

Korea Trade매거진은 한국 수출상품을 홍보하는 전문 매체로서 Kotra 주관으로 1962년 창간 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 매거진



광고비집행 후 증빙서류를 갖춰 KITA 수출 바우처 사업 이용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내역 : 회원가입 10년 이하(50만원), 20년 이하(70만원), 21년 이상(90만원) 지원

2020 KOREA TRADE 화장품 특별판 참가신청서

참가업체�정보

KOREA TRADE Special Edition-Cosmetic Products   2020. 6. 1

회 사 명

담 당 자

휴대전화

대 표 자

홈페이지

이 메 일

구비서류

계좌번호

신청기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사본

우리은행  1005-403-645410  예금주  ㈜트레이드월드

2020. 3. 16.~ 5. 16  선착순 접수

㈜코스인 마케팅사업국 박지현 상무  010-6231-3410 / 02-2068-3414
신청문의
및 접수처

광고�품목

스킨케어

바디용품

메이크업
스파용품

마스크팩

기능성식품

미용기기
뷰티악세서리

향수
OEM/ODM 기타

헤어케어

광고�요금

한국무역협회�회원사

기업  1/2면  500,000원

표 3 및 대면  3,000,000원

기업 1면  1,000,000원

표 2 및 대면  4,000,000원

특별면(기사 전)  2,000,000원

뒷표지(표 4면)  5,000,000원

상기와 같이 2020  KOREA TRADE 화장품 특별판 광고참가를 신청합니다.

㈜트레이드월드�귀중
㈜코스인�귀중

작성일자   2020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및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