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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결과 및
수출 활성화 관련 주제 발표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13:00 ~ 17:20
장소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강당(1층)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오시는 길
•자가운전으로 오실 때(내비게이션 이용시: ‘오산시 가장동 84-5번지’ 주소입력)
- 오산IC(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①오산톨게이트 0.61km → ②원동천일사거리 수원|시청 방면으로 우측방향(경기대로) 0.68km → ③롯데마트
사거리 발안|정남 방면으로 좌회전(82번 지방도) 0.48km → ④지하차도(성호대로) 3.03km → ⑤쉼터공원 오
산가장일반산업단지 방면으로 우회전(가장로) 0.37km → ⑥우회전(가장산업동로) 0.16km → ⑦가장2산업단
지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아모레 퍼시픽 좌측 후문방향 흰색 건물)
- 정남IC(봉담동탄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①정남톨게이트(봉담동탄고속도로) 0.36km → ②정남IC교차로 향남|정남 방면으로 우측방향(338번 지방도)
1.96km → ③우회전(만년로) 0.31km → ④좌회전(가장로) 4.98km → ⑤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
전(가장산업북로) 0.21km → ⑥우회전(가장산업동로) 0.44km → ⑦가장2산업단지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아모레 퍼시픽 좌측 후문방향 흰색 건물)
•기차, 전철, 버스로 오실 때
- 지하철 1호선 오산역 하차(버스 및 택시 이용), 광역버스 5300번(서울 강남역) 오산역 하차
- 시내버스 500번, 500-1번 국민은행 앞 승차 ⇒ 오산시근로자 종합복지관하차 ⇒ 가장산업동로 약 0.44km(도보)
⇒가장2산업단지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택시(오산역 광장 택시승차장) ⇒ 가장2산업단지 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아모레 퍼시픽 좌측 후문방향 흰색 건물)

주최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후원 | 보건복지부, 오산시, (사)대한화장품협회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행사당일 12:30분에 오산역에서 연구원으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오니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대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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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연구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해외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결과 및 수출활성화 관련
발표’를 주제로 한 ‘제2회 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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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해외시장정보조사 사업결과 및
수출 활성화 관련 주제 발표

Program
시간

내 용

13:00~13:30

<등 록>

13:30~13:40

<인사말>

연 자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장

Session 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정보조사사업 결과발표
13:40~14:20
(40’)

중국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한 소비자 행동 이해
(상해, 내몽고)

14:20~15:00
(40’)

중국 지방도시 화장품시장 평가 및 분석
(중경시, 강소성, 하남시, 내몽고)

- 이민정 연구원
(EC21)

금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화장품시장 공략을 위한 소비자 심층조사(상해.
내몽고)와 중국 지방도시(중경시, 강소성 등) 화장품시장 평가 및 분석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15:00~15:40
(40’)

중국진출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무준비

- 최욱 대표		
((주)씨앤드림)

올해의 연구원 마지막 세미나에 산·학·연 관계자를 모시오니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0~16:40
(40’)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경영전략

16:40~17:20
(40’)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및 성공사례

17:20

<폐회>

2012년 12월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원장

15:40~16:00

- 강호진 차장
(한국리서치)

<Coffee Break>
Session Ⅱ. 화장품 수출활성화 주제 발표
- 박종효 소장
(R&D특허센터)
- 윤수만 소장
(YSM마케팅컨설팅)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Session I의 정보조사사업 결과 보고서는, 행사당일 로비에 전시되며 세미나 참석자에 한하여 추후 배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및 문의처
- 12월 4일(화)까지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www.kcii.re.kr) 「알림/자료마당」 →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등록도 가능하나 준비된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필히 사전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1-8055-8754 / Fax: 031-372-3846 / E-mail: ykkim@kci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