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스참가비 (부가세 별도)

부스 종류 금액 비고 Sample

기본부스 1,800,000원

면적
가로 3m X 세로 3m X 높이 2.5m

시공 및 비품 제공

제공
내용

상호간판(국/영문), 전기1Kw, 전기콘센트,
조명등, 안내데스크 및 의자 각 1개,

상담테이블 1개 및 의자 2개, 바닥 카펫

독립부스 1,400,000원
면적

전기 바닥 면적만 제공 (1부스 : 3m x 3m)
최소 신청부스 : 4부스 이상

참가업체 자체시공
제공
내용

참가업체가 벡스코에 등록된
지정 부스장치업체를 통해 시공

● 부대시설 사용비
구분 전기 전화 인터넷 급배수 압축공기

가격 50,000원/Kw 80,000원/대 100,000원/포트 150,000원/개소 150,000원/개소

● 참가 신청방법

● 참가비 할인혜택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기한

참가신청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신청

(www.ghcw.co.kr)
2020년 7월10일(금)까지

할인내역 대상 할인내역

조기할인
2020.4.30.(목) 부스비의 20%

2020.5.29.(금) 부스비의 10%

재참가사 과거 1회 이상 참가사 부스비의 10%

● 참가비 납부방법
구분 금액 납부시기 납부처

계약금 참가비 총액의 50%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입금 부산은행(320-13-000045-2)
예금주 : ㈜벡스코잔금 참가비 총액의 50% 2020.7.10.(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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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안내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2020. 8. 7.(금) ~ 9.(일) BEXCO
www.ghcw.co.kr

Global Healthcare Week 2020

후원

주최 주관

부산국제안티에이징엑스포
국제복지재활시니어전시회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BEXCO 전시사업2실
T 051-740-8200   I   F 051-740-7640   I   E ghcw@bexco.co.kr
www.ghc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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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만성질환과 고령화 인구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시스템 필요성이 

급속하게 부각되는 부산에서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전시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플랫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인 헬스케어가 대두

되고 있으며, 차세대 고부가 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전문전시회인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는 일본, 중국 등 

유관전시회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권 중심 국제전시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기회 제공!

해외수출무역상담회 및 국내유통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국내·외 신규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STEP 1

실질 구매층인 전문가 및 관계자 방문!

국내외 유관기관 회의와 세미나 동시개최로 병원 및 시설운영자, 전문의료인, 관련업계  

종사자 등의 참가 및 참관을 통한 구매자와 비즈니스 기회 제공

STEP 2

집중적인 홍보기회 제공!

대중 광고매체, 언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와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구매력이 

있는 40~50대 가족단위 관람객 집객으로 대시민 홍보기회 제공

STEP 3

행사명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기   간 2020.8.7.(금)~8.9.(일), 3일간

장   소 BEXCO 제1전시장 및 회의실

내   용  고령친화·바이오항노화·재활·의료·건강 등 관련 제품전시          

해외수출상담회, 국내유통상담회, 각종 세미나 등 개최

주   최 부산광역시

주   관 BEXCO, (재)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규   모 200개사 450부스

전시회 개요

동시개최

예정행사 동시행사 해외수출상담회, 국내유통상담회 디지털 의료·차세대  
재활복지『MEDICAL HACK』아이디어 공모전 등

※ 행사 특성상 일부 품목의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미나 국제 학술대회 및 관련 기술세미나,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등

전시회 구성
헬스케어
기기관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물리치료기, 바이오센서, 모바일 앱,  
측정·기록·모니터링 장비,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서비스관

종합병원, 요양병원, 재활전문병원, 한방병원, 치매케어, 
의료기기 및 용품, 의약품,  간병 및 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센터, 위생용품 등

헬스케어
여가생활관

은퇴 및 노후설계, 귀농귀촌, 창업, 연금 및 실버금융,  
상조 및 장례서비스, 안마기, 반신욕기, 건강생활용품,  
운동용품, 이·미용 제품, 취미, 여행정보 등

헬스케어
특별관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신중년 일자리 상담 등
감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관련 용품

2020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 해외 시장 진출 및 수출계약을 위한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희망기업 모집

모집기간

모집대상

지원방법

주요지원 내용

문의

2020년 1월~6월29일 상시모집

국내 바이오항노화 / 헬스케어 / 재활·의료기기 관련  
수출상담회 참가 희망기업

이메일 접수(ksy1832@btp.or.kr)

1. 기업체 대상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 숙박 등)
2.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부산테크노파크 김수영과장
( T : 051-320-3668, E : ksy1832@btp.or.kr )

 수출상담회 바이어 초청 희망기업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