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D MUSE 에 보내는 서신, 2018년 10월

렛츠 메이크업 코리안 스타일
5 개월 남짓… 카운트다운은 시작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든 아시안 배우들의 영향으로 아시안 메이크업 업계에서 핫 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모든 하이테크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이노베이션은 그 문화와 발전을 중심으로 한
철학의 일부분 입니다. 이러한 평판은 새로운 상품을 찾고자 국경을 넘어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가깝게는 매주말 중국과 일본에서, 또는 일 년에 몇 번씩 방문하는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들과 생산업자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서울 행사 재현

지난 4월에 있었던 제 5회 메이크업 인 서울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분배합, 원료,
보조제품 및 패키징 제조업 분야의 주요 32개 업체를 환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3000여명에 달하는 방문자와 현저히 증가한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방문자, 그리고 인도,
필리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헝가리, 스웨덴, 아프가니스탄 방문자들과 함께,
29개 국가가 참가한 가장 최근의 서울 행사는 완벽히 국제적이었으며 이는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른 새로운 기록은 바로 62%의 방문자들이 브랜드들의 마케팅, 제품 개발 및 R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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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메이크업 인 서울은 아시아 시장의 활발한 성장세에 동참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회였으며, 이는 2019년에 제 6회 행사로 다시 시작 됩니다!

“이번 쇼는 확실히 성공적이었고 행사조직도 흠
잡을 데 없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연락처들과
생산적인 미팅을 많이 가졌으며 이들이 우리 회사의
최신 컬렉션에 열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알게
됐습니다.
메이크업 인 서울은 우리 회사 국제 행사 일정에 꼭
포함하는 것이 됐어요. 다음 해에 만나요!”
REGI

“이번 해 쇼는 이전 행사들 보다도 더욱
국제적이었고,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K-뷰티에
대한 관심의 영향으로 우리가 가진 미팅은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SCHWAN COSMETICS
« 이 쇼는 이제 우리에게는 주요 행사입니다! »
INTERCOS

« 사전에 계획 되었던 미팅들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
ENGLEWOOD
«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 쇼에 만족스럽습니다.
지난 이틀 간 40 여개의 회사들이 우리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
TAEJIN
« 이 쇼는 매우 깔끔했어요.
우리는 지난 이틀 간 70 개 이상의 연락처를
획득했습니다. »
CIT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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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위해 팔로우 하세요
(Liens 소셜 미디어)

팟캐스트를 발견 하세요
뷰티는 당신의 비지니스
AlLLERGAN 의 AlEXANDRA WILKIS WILSON 이 출연하는 에피소드
(Lien https://beautyisyourbusiness.com/2018/10/061-alexandra-willis-wilsonentrepreneurial-beauty/)
Alexandra Wilkis Wilson 의 연속적 기업정신과 의학 미학으로의 전이...
Wilkis Wilson 은 미국의 기업가이자 Gilt Groupe, GlamSquad 및 Fitz의 공동 창업자이며, 현재 Allergan USA
주식회사에서 미적 산업 분야를 쇄신하고자, 디지털 편집의 허브인 Spotlyte를 포함한 디지털 벤쳐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