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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건강인구를 견인하는 종합 마켓 플레이스!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올해는 대한민국보조공학기기박람회, 호남권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와 함께 더욱 특별해집니다! 

SENIOR
MEDICAL 

INDUSTRY 
FAIR 2017

| 전시개요 |

행 사 명 2017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개최기간 2017.10.13.(금)~10.15.(일) / 3일간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회의실

개최규모 10개국 200개사 450부스 / 9,072㎡

주     최

주     관

| 동시개최 |

행사명 2017 대한민국보조공학기기박람회

주   최

주   관

행사명 2017 호남권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주   최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치과의사회

주   관 HODEX 2017 조직위원회(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전시품목 |

구 분 세 부 내 용

의료기기관
생체의료소재부품(치과, 정형외과, 심혈관계 등), 광의료기기, 로봇의료기기, 콘텍트렌즈, IT의료융합기술,  
기타 의료기기 및 장비 등

고령친화용품관 물리치료기기 및 장비, 고령자·장애인 보조기기, 위생용품, 복지차량, 실버금융상품, 여가 등

요양서비스관 치매케어, 병원설비, 요양병원, 요양컨설팅, 간병·간호서비스, 건강관리센터 등

의료관광관 국내·지역 대표병원, 해외환자유치 에이전시, 코디네이터 교육기관, 의료관광 전문여행사, 호텔, 항공 등

뷰티건강제품관 헬스/뷰티제품, 안티에이징, 유기농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 주요행사 |

KOTRA 공동주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수출MOU 체결을 지원하는 1:1 전문상담회

참가사 ▶ 사무국

초청 희망 바이어 
수요조사

사무국 ▶ 바이어

바이어 접촉 및  
상담회 초청

현장상담

국내 대형종합병원 구매상담회

대형병원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구매담당자와의 1:1 컨설팅

병원 

우수기업 및 제품 발굴

업체

신규 거래선 개척

전문의료진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학술대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연수교육 개최 등

 전문참관객 5,000여명 방문

의료산업 정책세미나 및 심포지엄

의료산업 정책세미나, 장기요양기관 세미나,

 3D 프린팅 기술융합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참가신청
| 부스 안내 및 참가비 |

부스타입 기본부스 프리미엄A형 프리미엄B형 독립부스

부스비

(VAT 별도)
1,800,000원/부스 2,200,000원/부스 2,500,000원/부스 1,400,000원/부스

시안 업체 자체 시공

크기 9㎡(3m×3m) 9㎡(3m×3m) 9㎡(3m×3m)
9㎡(3m×3m)

바닥면적만 제공

시설

벽체, 상호간판, 조명,  
부스 바닥, 안내데스크,  
의자(3), 상담탁자,  
전기콘센트(1㎾)

트러스 자재 사용, 벽체,  
상호간판, 조명, 부스바닥, 
안내데스크, 의자(3),  
상담탁자, 전기콘센트(1㎾)

블록 자재 사용, 벽체,  
상호간판, 조명, 부스바닥, 
안내데스크, 의자(3), 
상담탁자, 전기콘센트(1㎾)

원하는 형태의 부스를  
참가기업이 디자인 선정 후 

SEMEDIC 사무국 부스 시공

혜택 E-Newsletter 광고 1회 E-Newsletter 광고 2회

비고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 조기신청마감 : 2017년 6월 30일까지, 일반신청마감 : 2017년 9월 22일까지

※ 조기신청 10% 할인, 재참가기업 10% 할인(중복 할인 가능) 

| 참가신청 절차 안내 |

01

04

02

05

03

06

참가신청
~2017. 8. 31.

온라인 참가신청

계약금 납부
참가신청 후 1주 이내 
참가비의 50% 납부 
(참가 업체명으로 송금)

잔금납부
~2017. 9. 22.

참가비 잔금 

50% 납부

전시참가
 2017. 10. 13.~10.15.

시니어·의료산업 
박람회 참가

필수 서류 제출
~2017. 9. 22.

각종 신청서 
사무국 제출

신청마감
~2017. 9. 22.

최종 참가업체 확정 
및 부스배정



2016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Review 

| 전시개요 |

전시기간 2016.10.7(금)~9(일), 3일간

전시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6,048㎡) 

주최

주관           

후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참가규모 114개사 263부스

| 참가문의 |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6195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Tel. 062-611-2217  Fax. 062-611-2239  E-mail. semedic@kdjcenter.or.kr  Website. www.semedic.kr

| 주요성과 |

| 주요내용 |

전시행사

● 의료 친고령 산업

● 의료 관광 서비스

● 건강 뷰티 제품 등

부대행사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광주·전남 종합병원구매상담회

● 2016 광주·전남 호스피스대회

● 제2회 의료서비스와 3D프린팅기술융합포럼

● 2016 친고령산업육성정책워크숍

● 2016 Gwangju Foot&Ankle Symposium
● The 3rd Chosun Aging Face Symposium

참가업체

■ 참가업체 단위 : 개사

2014 2015 2016

97 102
114

부스

■ 전시부스 단위 : 부스

2014 2015 2016

226

263

215

상담성과

■ 계약액 ■ 상담액 단위 : 만불

2014 2015 2016

54

407

335

428414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