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 유기농 화장품 본고장 집중체험 브랜드력 향상을 위한 가치제안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 

(에코서트 유기농 화장품 인증 교육 + 기관, 기업 방문 체험 + SANA 박람회)

|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집중연수 |  9. 4(일) ~ 9. 11(일)

■ 제목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	연수	프로그램	

■ 일정	 2016년	9월	4일(일)	~	11일(일)	6박	8일	

■ 특징	

-		천연	유기농	화장품	본고장	유럽	현장	집중체험	연수	프로그램	

-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전문가	유기농	화장품	전문기관	프랑스	에코서트	위탁교육(5시간)

-		유럽연합	유기농	화장품	통합기준(2017년	1월	시행)	코스모스	스텐다드	관련	교육	

-		천연	유기농	화장품	대표	기업	녹시땅,	시리우스,	사노플로(예정)	직접	방문	화장품	원료	생산,	완제품	

제조실습	체험	연수	교육	

-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전문	스토어	유통	현장	탐방

-		유럽	대표	천연	유기농	전문	박람회	이탈리아	사나(SANA)	유기농	천연	제품	소비재	박람회	2016	방문	

-		천연	유기농	화장품	철학,	상품개발,	유통,	판촉,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차별화	전략	벤치마킹	

-	참가자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 대상	 	천연	유기농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제조판매업체	임직원,	정부,	지자체	관련	업무	

책임자,	담당자	등	

■ 비용	 398만원(VAT	별도,	왕복항공료,	숙박비,	교육연수비	등	일체	비용)		

■ 인원	 20명(접수순	마감)		

■ 입금	 기업은행	141-061310-04-014	/	예금주	:	㈜코스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보낼	이메일	:	green3410@cosinkorea.com	

	 팩스	:	02)2068-	3414

■ 마감	 2016년	8월	22일(월)							

■ 문의	 코스인	마케팅사업국	02)2068-3413	

	 green3410@cosinkorea.com



“화장품 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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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20160808-001

수       신 천연 유기농 화장품 유통, 제조, 제조판매업체 대표이사

참       조  기획 마케팅 관련 부서장 

제       목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본사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과	관련해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천연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자사	브랜드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		특히	소비자들의	안전한	화장품의	구매패턴	변화로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집중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 핵심 프로그램 

1) 프랑스 에코서트 유기농 화장품 인증과정(2017년 1월 시행 코스모스 스텐다드) 교육(디플로마 수여)

2) 천연 유기농 화장품 대표 기업 방문, 유기농 원료 및 완제품 제조실습 체험 교육 

3)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전문 스토어 유통현장 탐방  

4) 이탈리아 사나(SANA) 유기농, 천연 제품 소비재 박람회 2016 공식 방문 

1) 제목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 연수 프로그램 

2) 일정 2016년 9월 4일(일)~11일(일) 6박 8일 

3) 특징 

-  천연 유기농 화장품 대표 브랜드 프랑스 녹시땅, 사노플로우, 시리우스 본사 및 연구소 방문 원료 및 완제품 

제조실습 체험, 이론 연수교육 

-  프랑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전문기관 에코서트 본사 방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교육(5시간), 유럽연합 

유기농 화장품 통합기준(2017년 1월 시행) 코스모스 스텐다드 집중 교육 

- 천연 유기농 화장품 전문 스토어 유통 현장 탐방

-  유럽 대표 천연 유기농 전문 박람회 이탈리아 사나(SANA) 유기농 천연 제품 소비재 박람회 2016 공식 방문 

브리핑(천연 유기농 화장품 철학, 상품개발, 유통, 판촉, 점포운영, 고객관리 등 차별화 전략 벤치마킹)   

- 참가자 네트워크 형성 프로그램   

4) 비용 : 398만원(VAT 별도) 

- 왕복항공료, 숙박비, 교육연수비 등 일체 비용)  

5) 인원 : 20명(접수순 마감)  

6) 입금 : 기업은행 141-061310-04-014 / 예금주 : ㈜코스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회사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보낼 이메일 : green3410@cosinkorea.com 팩스 : 02)2068-3414

7) 마감 : 2016년 8월 22일(월) 

 * 문의 : 코스인 마케팅사업국 02)2068-3413, green3410@cosinkorea.com

 첨부1)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 (안)

 첨부2) 참가신청서

코스인 대표이사 



첨부1)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 (안)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참 관 일 정 식 사

제1일	

9.	04(일)

인	천

파	리

AF267

AF7522

07:00

09:20

14:10	

15:40

17:00

인천국제공항	3층	A카운터	만남의	장소	집결

인천국제공항	출발	

파리공항	도착

파리공항	출발

뜰르쥬	공항	도착후	석식	호텔	투숙

기내식

기내식

포				함

제2일	

9.	05(월)	
남		부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이동

에코서트	유기농	화장품	시장과	유기농	인증	교육	(5시간)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Ecocert	:	BP-47,	32600	L’lsle	Jourdain	

호텔식

포		함

포		함

제3일	

9.	06(화)	
남		부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이동	(약	100km)

Siriusbio	방문,	유기농	화장품	원료	제조실습	체험

**Siriusbio	Cambounet	sur	le	sor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그라스,	녹시땅	근처	숙박)

호텔식

포		함

포		함

제4일	

9.	07(수)
남		부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이동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회사	녹시땅	방문	

**L’occitane	 :	 Via	 the	 A51	motorway	 Z.I	 Saint	Maurice-04100	

Manosque	

호텔투숙	및	휴식

호텔식

포		함

포		함

제5일	

9.	08(목)

남		부

볼로냐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후	전일	업무진행	(자유시간)

남부	출발	(버스이동	약	6시간)

볼로냐	도착

호텔	투숙후	휴식

호텔식

포		함

포		함

제6일	

9.	09(금)
볼로냐 도	보 전	일

호텔	조식후	전시장	이동	

이탈리아	SANA	유기농	천연	소비재	박람회	2016	방문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식

불포함

포		함

제7일	

9.	10(토)

볼로냐

파		리

전용차량

AF1229

AF264

10:20

12:05

13:30

호텔	조식후	공항으로	이동

볼로냐	공항	출발

파리공항	도착

파리공항	출발

호텔식

기내식

기내식

제8일	

9.	11(일)	
인	천 07:15 인천공항	도착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직무,	관심도와	현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첨부2)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회사

상				호 국문	:																																																																						영문	:

주				소 		

담	당	자 취급부서	

직			함 연락처

이	메	일 																																																		(세금계산서	발행용)

참가자

성				명 국문	:																																																		여권상	영문이름	:																										

주민번호 		 이	메	일

근무부서 		 직				위

휴	대	폰 		 비상연락처

여권번호 여권소지 유	 무	

여권만기 							년									월									일 비				자 무비자	입국

요구사항

* 신청자 유의사항

ü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여권 사본을 팩스(02-2068-3414) 또는 이메일(green3410@cosinkorea.com로 보내 주시면 신청접수가 

확정됩니다.

ü	교육비, 전시장 입장료, 유류할증료, 공항세, 여행자보험 2억원 등 숙식비 포함 일체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VAT 별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ü	취소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여행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출발~20일전 : 참가비 총액의 10%

2. 19일~10일 : 15% / 9일~8일 : 20% / 7일~1일 : 30% 

3. 당일 : 총비용의 50%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항공사 및 현지 업무 휴무로 취소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ü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발급 후 여권은 출국 5일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와 같이 2016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 집중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2016년   8월       일 

성명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