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유망 해외박람회 소개집

년 고령친화유망 해외박람회 소개집

2019
2
0
1
9

한 국 보 건 산 업 진 흥 원

2019
고령친화유망 해외박람회 소개집

Contents
고령친화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3

2019년도 고령친화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4

해외전시회 정의 및 특징					

6

수출 단계별 주의사항						

7

전시회 참가 준비를 위한 일정별 업무				

8

유망 박람회 소개 및 박람회별 세부자료

		

10

2019년 고령친화유망 해외박람회 소개집

고령친화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사업 목적
● 중소 고령친화산업체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수행 방법
●해
 외박람회 참가(’14~)
- 해외 유망 박람회에 한국공동관 형태로 참가하여 제품홍보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수
 출상담회 참가(’16~)
-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업체와 1:1 수출상담 주선으로 판로 확대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제공

추진 실적
●해
 외박람회 참가
년도

참가박람회

참가업체(개) 상담건수(건)

상담액(천$)

2014

국제장애인재활 및 실버용품전시회(REHACARE, 독일)

10

117

626

2015

국제장애인재활 및 실버용품전시회(REHACARE, 독일)

10

342

6,823

2016

애틀란타국제의료용품박람회(Medtrade, 미국)

6

74

991

2017

국제복지기기전(H.C.R., 일본)

8

124

3,642

2018

국제복지기기전(H.C.R. 2018)

7

113

4,690

●수
 출 상담회 참가
년도

참가박람회

참가업체(개) 참가바이어(개) 상담건수(건)

상담액(천$)

2016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SEMEDIC, 광주)

19

33(14개국)

142

3,603

2017

메디엑스포(MEDI EXPO, 대구)

27

27(9개국)

110

5,265

2018

시니어리빙&복지박람회(SENDEX, 일산)

30

51(14개국)

174

112,819

기대 효과
● (제품경쟁력 제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통한 선진국 시장동향 파악 및 수요자와의 의견 교류로 제품
경쟁력 제고 가능

● (글로벌시장 진출기회 제공) 해외 소비자, 유통업자, 기업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한 국내 고령친화제품의
수출판로 확대 등 글로벌시장 진출기회 제공

고령친화산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제품홍보 및 산업체간 네트워크 구축 등 마케팅 지원으로 우수제품
지원혜택 확대 및 홍보지원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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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령친화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목적)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체의 판로 확대, 수출역량 강화, 매출 증대 등
글로벌 마케팅 기회 제공

● (참가업체) 국내 고령친화산업체 8개 내외
● (수행방법) 한국공동관 형태로 참가
- 참가박람회(예정):
REHACARE 2019(뒤셀도르프 장애·복지·실버 박람회, 독일 뒤셀도르프, 9.18~21)

● (지원범위)
구 분

지원내용
(1산업체 기준)

임차료(참가비)

1부스

장 치 비

1부스 장치

기본장치 내 기본부품
(테이블1개, 의자4개, 인포데스크1개) 제공

운 송 비

편도 해상운송(1CBM)
*단, 침대업체의 경우 2CBM제공

국내입고장소(운송회사 지정장소)에서
해외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운송 편도 비용

통 역 비

통역 지원

홍 보 비

회사 및 제품 홍보비

비 고

한국관 디렉토리북으로 참여 기업당 한페이지
(A4기준 앞뒤면)의 기업 및 제품홍보 기회제공,
온라인 마케팅비

1) 전시회 참가 외 부대행사(간담회 개최)시 부대사업경비 지원 예정
2) 업체 담당자 항공료 및 체제비는 업체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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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령친화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 (목적) 유망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판로 확대, 수출역량 강화, 매출 증대 등의 기회제공
● (참가업체) 국내 고령친화산업체 25개 내외
● (수행방법)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참가업체와 1:1수출상담 주선
- 매칭 결과에 따라 업체당 6~10회 상담 주선
- 고령친화 유관 박람회와 연계하여 진행 예정

● (지원범위) 수출상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진흥원에서 지원
- 바이어 초청경비(항공료 및 숙박), 수출상담회 조성 및 운영 비용 등

2019년도 사업 추진 절차
3월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업 추진계획 및 지원범위 명시
■참가 희망업체 신청서 접수

3월 중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 등

4월

참가업체 선정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선정

4월-9월

세부사업 진행

■(해외박람회) 부스 위치 선정, 제품 운송방법 등 진행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섭외 및 매칭 작업 진행
■(선정업체 대상 사전 간담회 및 교육 예정, 7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참가업체 의견 청취 간담회 및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 개최 예정

9월-11월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12월

참가업체 간담회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참가 결과 및 성과 정리
■참여업체 만족도 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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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정의 및 특징
해외전시회 정의
● 해외전시회란 유형 또는 무형의 상품을 매개로 하여,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구매자를
대표하는 바이어와 전시자간에 거래와 상호이해를 주목적으로 진행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
(KOTRA, 1997)

전시회 마케팅 특징
● 해외박람회 참가는 대량의 양질 해외 유통회사 혹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마케팅의 중요 수단
- 마케팅 중요수단: 회사 웹페이지(90%), 박람회(전시회) 참가(84%) 인적판매(76%) 순
(Messe Trend 2011-2016, AUMA, 2015.11)

● 해외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당 국가 소비자 특성 및 유사업종, 제품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제품 생산 기회 가능하며 해당 제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잠재고객들을 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점
● 다만,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해당 방문객이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이어인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전시회 평균 기간인 2.3일동안 바이어가 부스를 순회하는데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8.3 시간
(Center for Exhibition Industry Research, 2008)

전시회 참가 프로세스
전시회 사전 준비
전시회 참가 기획

☞ 참가목표 설정
☞ 참가 전시회 탐색(환경 분석,
참관객 특징 등) 및 선택
☞ 세 부사항 진행(참가 예산
수립, 부스 형태 및 규모, 참가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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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활동 기획 및
전시 준비)
☞ 홍보활동 기획(사전 마케팅
방법, 상담계획 수립, 바이어
유치 방법 등)
☞ 부스설치 및 전시품 출품,
전시품 운송 및 통관, 전시
부스 현장 요원 교육, 통역
섭외 등

전시회
현장 운영

☞ 전시회 현장 프로
모션(상담 내용
기록-바이어 요구
사항 위주로)

전시회
사후 관리
☞ 상 담결과 follow
up 및 바이어 컨텍
☞ 참가성과 분석 및
측정 → 결과보고
서 작성(향후 개선
방안 필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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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단계별 주의사항
1 단계: 바이어 발굴
●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해외 주재소 활용
● 해당 업체와 유관된 가관이나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 지원사업 참가

2 단계: 바이어 첫미팅
● 실질적인 바이어의 조건: 구체적인 자사 소개, 가격보다는 품질 및 신뢰도 먼저 확인, 구체적인 스펙
제시 및 소량의 샘플 요구, 구체적인 meeting 일정 및 방문 계획 논의
● 바이어가 궁금해 하는 사항 대비: 업체의 신용상태, 지속적인 주문 소화 및 수출 능력(해외 납품 경험, 수출
실적), 회사의 규모, 품질 입증할 수 있는 증서(시험 검사서, 특허, 국내 유명기업 납품 경력 증명서 등)
● 주의사항: 먼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응대하며 미팅 진행

3 단계: Buyer 제시용 자료 준비(제품 및 회사 소개서 송부)
● 제품의 상세 사항, 타사 대비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각, 시험 성적서
● 바이어 요구에 맞게 시제품 제작 가능시, 제품 샘플 제작하여 발송

4 단계: 대면상담을 통한 order 확정
● 원가를 고려하여 가격 협상 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가격을 미리 산정하고 협상
● 연간 MOQ, 대금 지급 방법 및 수량별 선적 조건, 제품의 After service 정책, 독점계약 조건 등 논의
● 바이어 사무실에서 미팅하는 것 추천(사무실 주변 카페나 공용장소 미팅의 경우, 의심을 해보아야 함)
● 바이어가 해당하는 국가의 코트라 무역관,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지 사무소 등을 통해 바이어 정보
및 현지 조언 등을 얻는 것이 좋음

5 단계: 바이어의 최종 주문 단계
● 가격, 연간 주문 수량, 계약서 확정. 첫 거래부터 큰 금액은 위험이 있으니, 첫 거래는 소량으로 진행(테스트
오더 형식)하는 것을 추천.
● 제품 표기방법 숙지(수입자, 원산지, 성분, 라벨, 주의사항 등)
● offer sheet(물품매도확약서) 작성 후 바이어에 전송 및 letter of credit(신용장) 개설 요청을 통해 수입업자로
부터 확실하게 대금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입자가 확실한 품질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Inspection certificate(검사증명서)를 발행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지정한 검사관이나 전문 검사관에 방문해 증명서 발행 후 주문 물량 송부
● 수출하기 1-2달 전, 수출물량, 횟수 등에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가입을 통해 해당 바이어 기업
신용조사를 하고, 대금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
● 제품의 브랜드가 해외진출시점에 사전에 상표를 등록해야 함. 특히, 중국 진출의 경우, 상표권을 중국
기업이 한 후 향후 한국기업의 브랜드 상표 사용을 금지하면서 큰 피해를 준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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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준비를 위한 일정별 업무
※자료 출처: KOTRA 해외전시팀 송연 과장

01

03

6개월 전

09

5개월 전
•참가업체 매뉴얼에 따라 각종 등록 및 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
•주최기관에 부스 운영 시 필요한 각종 서비스 신청
•통역, 안내 등 현지 임시 인력 섭외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준비사항 점검, 목표 달성 등 관련 업무협의

06

4개월 전
•보도자료 및 신제품 소개자료 작성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전시품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업체 선정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업무분장 및 교육실시
•참관객 유치를 위한 사전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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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주최기관에 각종 서비스 신청 접수 여부 확인
•각종 상담 시 필요한 자료 등 준비사항 점검
•현지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현지통화 등 준비
•전시품 운송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원 업부 추진사항 최종 점검 회의

10

개막전 현장
•장치 가능 첫날 장치를 시작, 마지막까지 부스 확인 및
문제 발생 대비
•신청한 각종 서비스가 요청대로 준비 되었는지 확인
•전시장 내 주요 장소 위치 확인
•경쟁사 부스 확인
•전시 기간 중 상담 준비 및 전시품 시연 사전 연습
•통역, 안내 등 임시 인력 교육 실시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내외부 인력 전원 참석 최종 점검회의

•부스장치업체와 미확정 사항 최종 확정
•장치업체에 부스 장치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
•각종 홍보물 결정 및 배포 수량 등 점검
•정시기간 중 필요한 기념품 및 소무품 준비
•전시기간 중 주요 바이어 접대를 위한 장소 확인 및 예약
•항공 및 숙박 예약

05

2개월 전
•현장 출장 인력 항공 및 숙박 예약 확인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업무분장 및 출장일정 최종 확인
•주요 기존 및 잠재고객 상담 일정 약속 및 확인
•참가업체 자체 전시회 참가 매뉴얼(지침)을 참가전시회에
적합하게 편집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 팀원 업무 추진사항 점검 회의

7개월 전
•전시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협의 및 결정
•참가 전시회에 적합한 홍보자료 구성 및 수정

04

08

10~8 개월 전
•부스 장치 계획 수립
•장치업체 선정 및 부스 디자인 결정
•부스 장치 계획이 전시 주최기관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장치업체에 부스장치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
•참가 세부 목표 및 예산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지 확인

3개월 전
•기존 및 잠재고객 대상 초청장 발송
•부스 장치물 최종 확인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원 업무 추진사항 점검회의

12~11개월 전
•참가 대상 전시회 분석 및 참가 전시회 선정
•시장 동향 파악
•참가 규모 확정 및 참가 신청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구성
•참가 세부 목표 및 계획 수림 및 예산 확정

02

07

11

개최기간 중
•부스 내 정리정돈
•상담 현황 점검, 수정사항, 특이사항 등 현장 활동 관련 일일
보고 회의
•폐막 후 부스 철거, 전시품 포장 및 운송 등 준비 및 감독
•차기 전시회 참가 시 현장에서 미리 참가 신청

12

전시회 종료 후
•상담자료 정리 후 즉각적인 사후 처리
•참가 성과 분석 및 평가
•전시회 참가 현장 운영팀 참가 결과 관련 회의
•최종 결과 문서화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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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박람회 소개 및 박람회별 세부자료 * 날짜순 정렬

1) ARAB HEALTH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박람회, 두바이, 1월, 64,469 ㎡)

····12p

● 중동 최대의 의료기기 박람회로 해외수출 타진 및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획득에 큰 도움이 되며 중동
및 아프리카 신규시장 개척에 유리함

2) Naidex National (버밍햄 장애인 치료 박람회, 영국, 3월, 5,500㎡)

····13p

● 영국의 최대 장애·재활 복지 박람회로 복지서비스 종사자, 장애인, 고령자를 타겟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 전시

3) MEDTRADE Spring (국제의료용품박람회 춘계전, 4월, 16,722㎡)

····14p

● 북미 지역 대표 홈케어&의료기기 전문 박람회로 4월 라스베거스, 10월 애틀란타 2 차례에 걸쳐서
개최됨

4) Barrier Free (장애, 실버용품, 복지기기 박람회, 일본 오사카, 4월, 28,392㎡)

····15p

● 1995년 개호용품 전시회로 처음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헬스케어, 의료기기, 간호케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종합 전시함

5) CMEF Spring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춘계전, 중국 상해, 5월, 220,000㎡)

····16p

● 중국 최대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매년 봄·가을 2번 개최되며, 중국내 수출 타진 및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획득, 중국내 복지용구 시장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앞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제조 및 판매가 성장하리라 판단되며, 현재 거래중인 고객 관리 및 수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함

6) Paris Healthcare Week (파리 의료산업 박람회, 프랑스, 5월, 35,000 ㎡)

····17p

● HOPITAL EXPO(의료기관 관리·건설·변혁), GERONTHANDICAP EXPO(고령자-재활), HEALTH-IT
EXPO(보건의료분야의 최첨단 IT), Salon Infirmier(케어 제공)의 4가지 테마로 기획되어 있어 프랑스
파리의 보건의료산업을 총망라하는 박람회

7) CHINA AID (중국 국제복지기기전, 중국 상하이, 6월, 25,000 ㎡)

····18p

● 일본의 H.C.R.을 벤치마킹하여 2004년부터 시행한 중국의 종합복지박람회로, 중국의 복지기기 시장
진출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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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ME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6월, 14,864㎡)

···· 19p

● 북미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로 세부 의료기기 분야에 특화하기보다 일반 의료기기 분야를 총괄
하여 전시
● 북미시장의 최근 트렌드 빛 신규바이어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참가 희망

9) SenCARE (대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및 헬스케어 전시회, 6월, 1,323 ㎡)

···· 20p

● 대만의 고령친화관련 박람회로서, 대만과 한국인의 경제수준과 고령화추세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 고령친화산업체의 진출에 적합

10) REHACARE (뒤셀도르프 장애·복지·실버 박람회, 독일, 9월, 32,092 ㎡)

···· 21p

●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서 참가 필요. 긴 역사와 유럽, 중동, 러시아 지역 등의 바이어가 광범위하게
참관하며, 전 세계적으로 재활분야의 가장 유력한 박람회 중 하나

11) H.C.R. (국제복지기기전, 일본 도쿄, 9월, 67,260 ㎡)

···· 22p

● 아시아 재활, 복지기기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불리며, 역사가 깊은 만큼 일본 및 아시아 지역 바이어
발굴 및 홍보에 적합

12) MEDTRADE (국제의료용품박람회 추계전, 10월, 120,000 ㎡)

···· 23p

● 북미 지역 대표 홈케어&의료기기 전문 박람회로 4월 라스베거스, 10월 애틀란타 2 차례에 걸쳐서
개최됨

13) Access Abilities Expo (접근성 박람회, UAE, 두바이, 11월, 7,920㎡)

···· 24p

● 고령자 혹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복지기기 관련 용품 전반 전시
● UAE 국영회사들이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랍 왕정 국가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중동시장 진출을 원하는 보조기기 제조업체들에게 유망한 박람회라고 판단

14) MEDICA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독일, 11월, 250,000㎡)

···· 25p

● 의료기기 분야에서 큰 규모로 개최되는 유망 박람회로 유럽수출의 기회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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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AB HEALTH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박람회(ARAB HEALTH 2019)
행사기간 ㅣ’19.1.28~31

개최일수 ㅣ 3일 간

행사장소 ㅣ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76

●개
 최규모: 64,469 ㎡

●개
 최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전
 시장: 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전
 시회개요:
중동 최대의 의료기기 박람회로 해외수출 타진 및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획득에 큰 도움이 되며 개최지의 지역적인
특징으로 유럽지역 40%, 아시아 35%, 중동과 북미지역 11%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방문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GRS Explori 조사업체에 의하면 2018년 행사에서 778 mil.$의 사업
창출을 기록했다고 함.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66개국

●총
 참가업체수: 4,176개 업체

●방
 문자 국가수: 163개 업체

●전
 체참관객수: 84,493명

●주
 요참가국: 유럽, 아시아, 중동, 북미 등

●디
 지털 관객: 339,390번 유튜브영상 진행, 50,300 페이스북 팔로워
●전
 시분야: 실버용품,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의학 및 물리치료기, 개인용 의료용품 및 기기, 전자의료기기, 의료용
생활/건강 의료기기 관련 제품, 서비스 총괄을 기록했다고 함.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INFORMA Exhibition LLC

●담
 당자: 비공개

●주
 소: Informa PLC 5 Howick Place London SW1P 1WG UK

●전
 화: +971 4 407 2797

●홈
 페이지: https://www.arabhealthonline.com/en/Home.html

●이
 메일: arabhealth@infor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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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IDEX
버밍햄 장애인 케어 박람회(NAIDEX 2019)
행사기간 ㅣ’19.3.26-27

개최일수 ㅣ 2일 간

행사장소 ㅣ 영국 버밍험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2000

●개
 최규모: 5,500㎡

●개
 최지: 영국 버밍험

●전
 시장: NEC(National Exhibition Centre) Birmingham

●전
 시회개요:
유럽 최대의 장애·재활 복지 박람회. 고령자 및 장애인 케어, 재활, 독립 생활을 목적으로 개최. 방문자들은 크게
무역, 보건 의료 분야의 전문가, 소비자들로 크게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및 재활 분야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매년 개최규모, 참가업체, 및 방문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음.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24개국

●총
 참가업체수: 300개 업체

●세
 미나 수: 250 개

●전
 체참관객수: 12,000명

●주
 요참가국: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전
 시분야: 장애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 적응, 일상생활 용품, 위생, 의상, 의사소통, 안전, 가구, 레저 등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Prysm BSU Limited

●담
 당자: 비공개

●주
 소: Suite 6c, Whitefriars, Bristol, BS1 2NT Bristol, UK

●전
 화: +44 (0) 121 767 3924

●홈
 페이지: h ttp://www.naidex.co.uk
●이
 메일: nec-exhibitions@necgroup.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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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dtrade Spring
국제의료용품 박람회 춘계전(Medtrade spring 2019)
행사기간 ㅣ’19.4.17~18

개최일수 ㅣ2일 간

행사장소 ㅣ 미국 라스베거스, NV

● 개최주기: 매년 2회(춘계, 추계)

●최
 초개최연도: 1979

●개
 최규모: 16,722㎡(180,000sq.f)

●개
 최지: 미국 라스베거스

●전
 시장: Mandalay Bay Convention Center

전시회 개요

●전
 시회개요:
가을 애틀란타에서 열리는 Medtrade 와 더불어 북미 지역 대표 홈케어&의료기기 전문 박람회. 미국 홈케어협회
(AA Homecare), HME News(Health and Medical Equipment 분야의 비즈니스 월간사)와 긴밀한 협력아래
전문 미디어 광고, 이메일 및 우편 홍보 등을 통해 HME 취급 바이어,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의 참가를 유도
하여 내실있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30개국

●총
 참가업체수: 215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78개 업체

●개
 최국참가업체수: 137개 업체 ● 주
 요참가국: 미국,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5개사

● 전체참관객수: 4,000명

●외
 국참관객수: 1,500 명
●전
 시분야: 실버용품,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의학 및 물리치료기, 개인용 의료용품 및 기기, 전자의료기기,
의료용 생활/건강 케어제품 등 용품 총괄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Emerald Expositions

●담
 당자: Mark Lind

●주
 소: 31910 Del Obispo, Suite 200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전
 화: +01 770-291-5489

●홈
 페이지: https://www.medtrade.com/home/

●이
 메일: MedtradeExh@experient-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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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rrier Free
장애, 실버용품, 복지기기 박람회(Barrier Free 2019)
행사기간 ㅣ’19.4.18~20

개최일수 ㅣ 3일 간

행사장소 ㅣ 일본 오사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95

●개
 최규모: 28,392㎡

●개
 최지: 일본 오사카

●전
 시장: INTEX OSAKA(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Osaka)

●전
 시회개요:
1995년 개호용품 전시회로 처음 개최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Post-Acute Medicine Fair(만성기의료), Nursing
Next(간호미래), Home Medical Care(재가의료)의 행사들과 함께 운영하여 헬스케어, 의료케어, 간호케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종합 박람회. 동경의 H.C.R이 있다면, 관서지역에는 Barrier Free가 있어 일본의 복지기기를
전시하고 소개함.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5개국

●총
 참가업체수: 382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21개 업체

●전
 체참관객수: 88,260명

●주
 요참가국: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2개사

●전
 시분야: 실버용품, 가정용 의료기기, 재활의학 및 물리치료기, 개인용 의료용품 및 기기, 전자의료기기, 의료용
생활/건강 케어제품 등 용품 총괄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Osaka Prefecture Council of Social Welfare ● 담
 당자: 비공개
●주
 소: 1-2-15, Otemae, Chuo-ku, Osaka 540-0008
●전
 화: +81-6-6944-9913

●펙
 스: +81-6-6944-9912

●홈
 페이지: https://www.tvoe.co.jp/bmk/2018/english/outline/
●이
 메일: https://www.tvoe.co.jp/bmk/english/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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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MEF(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 Spring
중국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춘계전(CMEF Spring(Autumn) 2019)
행사기간 ㅣ’19.5.14~17

개최일수 ㅣ4일 간

행사장소 ㅣ 중국 상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2회(춘계, 추계)

●최
 초개최연도: 1979

●개
 최규모: 220,000㎡

●개
 최지: 중국 상해

●전
 시장: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전
 시회개요:
매년 봄·가을 2번 열리는 CMEF는 춘계전시회는 매년 상해에서 고정적으로 개최하고 추계전시회는 중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 38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시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료기기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됨.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자사 브랜드 홍보 및 관련 분야 종사기업들과 커뮤니티
형성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좋은 기회. 60여개 이상의 컨퍼런스와 포럼 개최로 의료기기·재활 복지분야 산업
정보 파악에 있어서 유익함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28개국

●총
 참가업체수: 4,100개 업체

● 국가공동관수: 21개국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주
 요참가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한국, 호주 등

●전
 체참관객수: 120,000명

●참
 관객국가수: 150개국 이상

●전
 시분야: 의료영상기기, 체외진단기기기기, 실버용품, 장애 및 재활치료, 간호보조용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의료./생활/건강 케어제품 총괄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Reed Sinopharm Exhibitions

●담
 당자: Ms. Cindy Zhu

●전
 화: +86 18518767803, +86 10 84556578
●홈
 페이지: h
 ttp://www.chinaexhibition.com/Official_Site/11-9808-CMEF_Spring_2019_-_
The_81st_China_International_Medical_Equipment_Fair.html
●이
 메일: xinyi.zhu@reedsino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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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ris Healthcare Week
파리 의료산업 박람회 (Paris Healthcare Week 2019)
행사기간 ㅣ’19.5.21-23

개최일수 ㅣ 3일 간

행사장소 ㅣ 프랑스 파리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2013

●개
 최규모: 35,000 ㎡

●개
 최지: 프랑스 파리

●전
 시장: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VIPARIS)

●전
 시회개요:
Paris Healthcare Week는 HOPITAL EXPO(의료기관 관리·건설·변혁), GERONTHANDICAP EXPO(고령자재활), HEALTH-IT EXPO(보건의료분야의 최첨단 IT), Salon Infirmier(케어 제공) 의 4가지 테마로 기획. Healthcare
Ecosystem의 구성요소들(기관, 산업체, 의료 및 요양기관, 구매자)이 다양하게 참가함. 10가지 주제와, 150명의
전문가와 350개의 포럼(600 명의 연사) 들을 고려해볼 때 최신정보 습득에 있어 유익함.

2018년도 개최결과
● 총 참가업체수: 850개 업체

●전
 체참관객수: 28,517명

●대
 륙별 참가율: 유럽(63%), 아프리카(18%), 아시아(7%), 북미(6%), 중동(3%) 등
●비
 즈니스 상담수: 437건
●전
 시분야: 의료 시설 및 의료기술 플랫폼, 재활·고령자케어, 의료 서비스·컨설팅·훈련, 의료 장비·의료
재료·기술 보조 등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PG Promotion

●담
 당자: Sophie PEREZ

●주
 소: 21, rue Camille Desmoulins 92789 Issy les Moulineaux France
●전
 화: +33 1 73 28 72 37

●펙
 스: +33 1 73281581

●홈
 페이지: https://www.parishealthcareweek.com/en/
●이
 메일: sophie.perez@pgpromotion.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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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HINA AID
2019 중국 국제복지기기전(CHINA AID 2019)
행사기간 ㅣ’19.6.11-13

개최일수 ㅣ3일 간

행사장소 ㅣ 중국 상하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2004

●개
 최규모: 25,000 ㎡

●개
 최지: 중국 상하이

●전
 시장: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E6, E7)

●전
 시회개요:
고령자 및 장애인들을 타겟으로 한 중국 권역내 가장 큰 치료 & 재활분야 박람회. 재활, 보조기기, 고령자 케어,
보건 산업 분야의 가장 발전되고 최신의 기술 및 성과 전시를 목표로 함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18개국

●총
 참가업체수: 330개 업체

●전
 체참관객수: 42,919 명

●참
 관객 국가 수: 41,969명

●주
 요참가국: 중국, 일본 등

●전
 시분야: 재활의학용품 & 설비, 보조공학, 간호용품, 노인용품, 특수시설 및 노인용 하우징, 건강관리제품, 건강
보조식품, 스마트기기 등 실버산업 관련 제품 전반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Shanghai Civil Affairs Bureau, Shanghai Municipal Committee on Ageing,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Shanghai
●담
 당자: 马智雯 女士
●주
 소: 上海市长宁区娄山关路 55 号新虹桥大厦 11 楼200336）
●전
 화: 86 21-62957553

●홈
 페이지: http://www.china-aid.com

●이
 메일: mazhiwen@shanghai-int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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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ME (Florida International Medical Expo)
플로리다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FIME 2019)
행사기간 ㅣ’19.6.26-28

개최일수 ㅣ 3일 간

행사장소 ㅣ 미국 플로리다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90

●개
 최규모: 14,864㎡(160,000sq.f)

●개
 최지: 미국 플로리다

●전
 시장: Miami Beach Convention Center

●전
 시회개요:
북미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시회로 진단용 영상기기, 실험용 의료기구, 수술용 기구, 재활용 의료기기, 치과용
의료기기, 병원용 기구, 의료 소모품 등 의료기기 분야를 총괄하여 전시됨. 미국의 선도적 헬스케어 비즈니스
플랫폼을 목표로 함. 미국과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의료기기 기업에게 트렌드 파악,
기술협력 및 신규 바이어 발굴에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됨. 2013년 코트라, 2017 강원 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전시회 참가 지원.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41개국

●총
 참가업체수: 1200개 업체

● 공동관운영국가: 17개국

●전
 체참관객수: 14,119명

●참
 가업체비율: 45%(유럽), 31%(아시아), 12%(북미), 10%(라틴 아메리카)

●방
 문객비율(지역별): 51%(북미), 35%(라틴 아메리카) 등
●방
 문객비율(분야별): 54%(유통업체), 22%(제조업체), 13%(의료기관), 6%(정부)
●전
 시분야: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일체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informa exibitions

●담
 당자: Gil Alejo

●전
 화: +1 (941) 554 3485
●홈
 페이지: https://www.fimeshow.com/en/
●이
 메일: fime@inform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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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nCARE
2019 대만 시니어 라이프스타일 및 헬스케어 전시회(SenCARE 2019)
행사기간 ㅣ’19.6.27~30

개최일수 ㅣ4일 간

행사장소 ㅣ 대만 타이베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2007

●개
 최규모: 1,323 ㎡

●개
 최지: 대만 타이베이

●전
 시장: Taipei World Trade Center Exhibition Hall

●전
 시회개요:
고령자 케어 제품과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전시하는 박람회로서, 노후 생활 및 건강관리 관련 산업에 관한 제품 및
서비스 전시, 세미나 등이 운영되어 대만 고령친화산업 시장에 관한 지식 및 정보 습득 가능

2018년도 개최결과
● 전체참관객수: 50,000명

●한
 국참관객수: 50명

●주
 요참가국: 대만,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주
 요참가국: 미국,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총
 참가업체수: 160개 업체

●한
 국참가여부: YES

●전
 시분야: 보조 장치 및 보조 이동 장치, 홈케어제품, 건강 식품, 뷰티 케어 제품 및 서비스, 미디어 및 출판 등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TAITRA)

●담
 당자: Ms. Karen Yu

●주
 소: 5-7 Fl., 333 Keelung Rd., Section 1, Taipei 11012, Taiwan ROC
●전
 화: 886-2-2725-5200 Ext. 2857
●이
 메일: karenyu@taitra.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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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EHACARE
독일 뒤셀도르프 국제 장애인 재활 및 실버용품 전시회(REHACARE 2019)
행사기간 ㅣ’19.9.18~21

개최일수 ㅣ 4일 간

행사장소 ㅣ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77

●개
 최규모: 32,092 ㎡

●개
 최지: 독일 뒤셀도르프

●전
 시장: 뒤셀도르프 상설 전시장 Messe Duesseldorf

●전
 시회개요:
고령자의 재활 및 예방, 치료를 위한 재활 및 복지기기 등을 전시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박람회로, 전문성과
폭넓은 시장경험을 바탕으로 업계관계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다양한 정보 제공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39개국

●총
 참가업체수: 1,008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556개 업체

●개
 최국참가업체수: 452개 업체 ● 주
 요참가국: 독일, 중국, 타이완,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17개사

●전
 체참관객수: 50,612명

●참
 관객 국가 수: 80개국 이상

●전
 시분야: 고령친화용품, 응급조치, 배리어프리 건축설계 컨설팅, 식품, 위생, 휠체어 등 재활관련 용품 총괄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Messe Düsseldorf GmbH

●담
 당자: Projectteam

●주
 소: Messe Düsseldorf GmbH Messeplatz 40474 Düsseldorf
●전
 화: +49 211 4560-900
●홈
 페이지: www.rehacare.de
●이
 메일: info@messe-duesseldor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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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C.R.(Home Care & Rehabilitation Exhibition)
제46회 국제복지기기전(Home Care＆Rehabilitation Exhibition)
행사기간 ㅣ’19.9.25~27

개최일수 ㅣ3일 간

행사장소 ㅣ 일본 동경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86

●개
 최규모: 67,260 ㎡

●개
 최지: 일본 동경

●전
 시장: 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Tokyo Big Sight)

●전
 시회개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기기 박람회로 최신 복지기기의 정보 제공과 복지·개호·재활 등에 관련된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세미나, 토론회 등이 개최되어 관련 분야의 정보·지식을 습득할 수 있음. 최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출전자나 관람자가 늘고 있어 고령친화 관련 제품의 수출상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16개국(일본 포함)

●총
 참가업체수: 526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79개 업체

●참
 관 객 수: 121,528명

●주
 요참가국: 대만, 덴마크, 미국, 독일, 스웨덴, 중국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3개사(진흥원 외)

●외
 국참관객수: 1,500 명
●전
 시분야: 이동보조 기기, 화장실 및 목욕용품, 침대용품, 건축·주택설비, 재활기기, 일상생활지원용품,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Association
●주
 소: Shin-Kasumigaseki Bldg., 5F, 3-3-2,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80 Japan
●전
 화: +81-3-3580-3052

●팩
 스: +81-3-5512-9798

●홈
 페이지: http://www.hcrjapan.org

●이
 메일: overseas@hcrjapa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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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edtrade
국제의료용품 박람회 추계전(Medtrade 2019)
행사기간 ㅣ’19.10.22~23

개최일수 ㅣ 2일 간

행사장소 ㅣ 미국 애틀랜타, GA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79

●개
 최규모: 20,000 ㎡(215,000 sq.f)

●개
 최지: 미국 애틀랜타

●전
 시장: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

●전
 시회개요:
북미 지역 대표 홈케어&의료기기 전문 박람회로 미국 홈케어협회(AA Homecare), HME News(HME 분야의 비즈
니스 월간사)와 긴밀한 협력아래 전문 미디어 광고, 이메일 및 우편 홍보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바이어 참가를 유도
하여 내실있는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2018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27개국

●총
 참가업체수: 450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100개 업체

●개
 최국참관객수: 10,000명

●주
 요참가국: 중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1개사

●전
 체참관객수: 10,300명

●외
 국참관객수: 300명

●전
 시분야: 실버용품, 가정용 의료용품, 진찰 및 진단용기기, 재활의학 및 물리치료기, 개인용 의료용품 및 기기,
정형의학, 호흡기, 전자의료기기, 병원/약국 납품용 기기 및 용품, 의료용 생활/건강 케어제품, 소아용
의료 용품 등 의료용품 전반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Emerald Expositions

●담
 당자: Mark Lind

●주
 소: 31910 Del Obispo, Suite 200 San Juan Capistrano, CA 92675
●전
 화: +01 770-291-5489

●홈
 페이지: https://www.medtrade.com/home/

●이
 메일: MedtradeExh@experient-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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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ccess Abilities Expo
접근성(장애 및 재활 제품,서비스 및 기술) 박람회(Access Abilities Expo 2019)
행사기간 ㅣ’19.11.5.~7

개최일수 ㅣ3일 간

행사장소 ㅣ UAE, 두바이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2016

●개
 최규모: 7,920㎡

●개
 최지: UAE 두바이 ● 전
 시장: DICEC(Dubai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Halls 6 & 7
●전
 시회개요:
영국에 본사를 둔 리드엑스비젼이 주관하고, UAE 국영 회사들이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 아랍
왕정 국가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음. 장애인 관련 정책 등을 홍보하는 일반 홍보관과 보조기기 및 보조기구를
생산하는 기업 제품관으로 구성됨. 대형 독립관이 전체 부스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단순 품목의 경우에는
조립식 부스 형태로 참여함. 부대행사로 장애인 체육활동 체험관, 세미나 등을 개최.

2017년도 개최결과
● 참가국수: 17개국

●총
 참가업체수: 125개 업체

● 외국참가업체수: 78개 업체

●개
 최국참가업체수: 77개 업체

●주
 요참가국: UAE,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한국, 인도, 미국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6개사

●전
 체참관객수: 8,000명

●B
 usiness meeting수: 1,039번

●전
 시분야: 고령자 혹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복지기기 관련 용품 전반. 일상보조기기, 케어 및
위생용품, 배리어 프리 리빙, 재활 및 체력 강화 훈련, 레저, 이동보조기기, 의료용 케어제품 등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Reed Exhibitions, Nadd AlShiba PR & Event Management
●담
 당자: Fahed Mohammed

●주
 소: P.O. Box 77899 Abu Dhabi, UAE

●전
 화: +971 56 9610407

●홈
 페이지: https://www.accessabilitiesexpo.com

●이
 메일: accessabilitiesexpo@naddalshi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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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MEDICA (2019 MEDICA-World Forum for Medicine)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MEDICA 2019)
행사기간 ㅣ’19.11.18~21

개최일수 ㅣ 4일 간

행사장소 ㅣ 독일 뒤셀도르프

전시회 개요
● 개최주기: 매년

●최
 초개최연도: 1969

●개
 최지: 독일 뒤셀도르프

●전
 시장: Messe Duesseldorf

●개
 최규모: 250,000㎡

●전
 시회개요: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전시회는 ‘컴파메드 (COMPAMED)’도 동시에 개최되고, 많은 국가에서 전시업체 및
방문객이 오기 때문에(66개국 5,273개사가 참가, 155개국 12만명이 방문) 의료기기 박람회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힘. 따라서 많은 시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시회이며, 각 기업간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매우
강점. 가장 많은 국가관이 꾸려지는 전시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투자 및
관심도도 파악할 수 있음. 한국기업 참가수는 236개사로 7번째로 높은 참가수를 기록함.(’18년)

2018년도 개최결과
● 총 참가업체수: 66개국

●총
 참가업체수: 5,273개 업체

●대
 륙별 참가율: 독일, 미국, 프랑스, 한국 등

●한
 국업체참가여부: YES

●한
 국참가업체수: 236개사

●참
 관객국가수: 155개국

●전
 체참관객수: 120,000명

●전
 시분야: 의료용구, 약제, 외과용품, 진단기기 실버용품, 장애 및 재활치료, 간호보조용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의료./생활/건강 케어제품 총괄

주최자 정보
● 주최기관: Messe Düsseldorf GmbH

●주
 소: Messeplatz 40474 Düsseldorf

●담
 당자: Martin Koch/ Larissa Browa
●전
 화: +49(0)211-4560-444 /-549

●홈
 페이지: http://www.medica-tradefair.com
●이
 메일: KochM@messe-duesseldor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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