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회 대한민국건강의료산업전
Medical & Healthcare EXPO KOREA 2020

제10회 대구국제의료관광전 
Deagu International Medical Tour EXPO 2020

2020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Daegu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 Scientific Congress

제20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Traditional Medicine EXPO KOREA 2020

                                                                  메디시티대구협의회, 

IT융복합의료기기산업협의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대구광역시약사회, 

대구광역시간호사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선도의료기관(병원), 대구테크노파크



선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통합의료 전시회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메디시티대구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치과, 한방, 의료관광 등 4개 분야 전시회가
동시개최 되는 통합의료 전시회입니다.

1
의료인 12,000명 참가, 의료 전문 전시회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등 8개 의료단체 보수교육, 종합학술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의료 전문인과 국내외 유력 바이어들이 함께하는 의료 전문 전시회입니다. 2
KOTRA 주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병원구매상담회 
150개사 의료기기업체와 100명의 해외바이어가 함께하는 1:1 수출상담회와 지역 선도의료 기관을 
비롯, 재활, 정형, 요양 병원들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마케팅의 장입니다.3
건강에 대한 모든 것!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 (물리치료, 건강검진, 요가/필라테스, 헬스케어, 건강강좌)와
이벤트가 함께하는 메디엑스포 코리아에서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

행 사 개 요

행 사 명

기 간

장 소

2020 메디엑스포 코리아 
(MEDI EXPO KOREA 2020)

2020. 9. 25(금) ~ 27(일) / 3일간
EXCO(전관)

규 모
관람시간
동시개최

300개사, 850부스/ 30,000명 참관
10:00~18:00
건강의료산업전, 대구국제의료관광전, 
한방엑스포,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기자재전시회

영상의료기기 / 계측의료기기 / 재활의료기기 / 헬스케어의료기기 / 수술관련기기 / 의료정보시스템 /

스마트헬스기기 / 제약관련기기 / 의료기기 부품 및 소재 / 병원 설비 / 한방기기 / 치과관련기기 /

운동관련기기 / 피부미용뷰티 / 고령친화용품 / 건강식품 및 용품 / 의료관광 / 전문병원

전시품목



메디엑스포는 
실질적 마케팅의 장입니다

대한민국건강의료산업전
장소 1층 전시장

규모 350부스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 EXCO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장소 1층 전시장

규모 160부스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국제의료관광전
장소 1층 전시장

규모 100부스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

대구의료관광진흥원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기자재전
장소 전시장, 회의실

규모 160부스

주최/주관 대구광역시 /

대구시치과의사회

동시개최

부대행사

Business Meeting Seminar/Conference Medical Examination Experience Zone

▶ 해외바이어 지원프로그램
- 해외바이어 항공료 / 숙박지원, 통역서비스, 팸투어

- 참가업체 초청 바이어 지원

● 전 세계 KOTRA 무역관 
● 의료 전문 에이전트 
● 글로벌 PEO를 통한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 지역 선도 의료병원
●  국내 메이저 병원
   (재활, 정형, 요양) 등 
   국내 유력 바이어 초청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구매 담당자 초청

병원구매상담회



참가비 안내 (부가세 별도)

구 분 독립부스 (9㎡기준) 조립부스 (9㎡기준) 프리미엄부스 (9㎡기준)

금 액
1,500,000원
면적만 제공

1,800,000원
면적 + 기본조립부스

2,000,000원
면적 + 프리미엄부스

참가 신청방법
● 온라인 참가신청(www.mediexpo.co.kr) 또는 참가신청서 작성 후 Fax송부(사업자 등록증 첨부)
● 참가비 인보이스를 확인 후 계약금 납부

신청기한
● 2020년 7월 29일(수)까지 선착순 신청접수(부스 소진 시 조기마감) 

참가비 납입방법
● 참가비 납입 시기 : 계약금은 참가신청(계약)서 제출 시 참가비의 50% 납부, 잔금은 2020. 8. 7(금)까지 납부
● 참가비 납입 계좌 : 우리은행 2632-935-4318256  예금주: (주)엑스코 

※송금시 반드시‘회사명’을 기재해 주십시오

※할인금액은 출품료를 기준으로 부스 당 적용.
   단, 타 기관단체의 지원금을 받을 시에는 조기신청 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조기신청 할인혜택 (부가세 별도)

구 분 조기신청 1차 조기신청 2차 재참가

할인율 / 금액 출품료의 20% 출품료의 10% 100,000원 / 부스

기 준 6월 19일까지 7월 17일까지 2019년 참가업체

참가안내





메디엑스포 코리아 사무국
우)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T. 053. 601. 5211   F. 053. 601. 5069   E . mediexpo@exco.co.kr   홈페이지 www.mediexpo.co.kr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