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 헬스케어, 바이오 & 제약, 건강기능식품, 방역제품 및 솔루션 등
건강산업 전반을 망라하는 온라인 전시회!

www.biohealthworldwide.org

세계가 주목하는 K 방역,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관주최

2020. 10. 19(월) - 10. 30(금)

후원



Bio Health 
Worldwide

 Online
Bio Health Worldwide Online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가운데 주목
받는 우리나라의 진단, 방역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는 
온라인 전시회입니다.

⦁⦁ 행사명:⦁Bio Health Worldwide Online
⦁⦁ 일시:⦁2020년⦁10월⦁19일(월)⦁-⦁30일(금),⦁12일간
⦁⦁ 장소:⦁Bio⦁Health⦁Worldwide⦁Online⦁홈페이지⦁온라인⦁전시관
⦁⦁ 전시⦁품목:⦁의료기기⦁&⦁헬스케어,⦁바이오⦁&⦁제약,⦁건강기능식품,⦁방역제품⦁및⦁솔루션⦁
⦁⦁ 참가⦁규모:⦁국내외⦁참가기업⦁500개사,⦁초청⦁바이어⦁1,000개사,⦁방문객⦁50,000명⦁예상⦁
⦁⦁ 동시개최:⦁컨퍼런스,⦁웨비나,⦁IR전시관⦁등 www.biohealthworldwide.org

바이오⦁&⦁제약에서⦁의료기기⦁&⦁헬스케어,⦁건강기능식품,⦁
방역제품⦁및⦁솔루션에⦁이르는⦁500여⦁개의⦁
혁신⦁기업들을⦁만날⦁수⦁있습니다.

코트라⦁및⦁Informa⦁Markets이⦁보유한⦁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해⦁참가기업에게⦁적합한⦁바이어를⦁추천하고,⦁
참가기업과⦁바이어가⦁자유롭게⦁미팅을⦁할⦁수⦁있는⦁

실시간⦁화상상담⦁시스템을⦁제공합니다.

K-방역⦁노하우,⦁최신⦁바이오⦁기술,⦁바이오분야⦁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등⦁방역⦁및⦁바이오&제약⦁산업의⦁

최신⦁동향을⦁공유합니다.

국내⦁유망⦁바이오-의료분야⦁기업의⦁실질적인⦁투자유치⦁
성과를⦁높이기⦁위해,⦁투자유치(IR)⦁피칭⦁기회와⦁
투자자와의⦁비즈매칭⦁및⦁화상⦁상담을⦁지원합니다.

컨퍼런스

IR 전시관화상상담

기업전시관

행사 개요

해외 수출 파트너 KOTRA와 
세계 최대 전문전시회 주최사 Informa Markets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온라인 전시회를 경험하세요!



바이오 & 제약 의료기기 &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방역 제품 및 솔루션

원료⦁및⦁완제의약품
CMO,⦁CRO,⦁CDMO
바이오⦁의약품⦁및⦁서비스

바이오⦁기술
분석⦁및⦁실험⦁서비스
수탁서비스

실험실⦁및⦁분석장비
제약⦁설비,⦁기술
제약⦁패키징
첨가제

건강관련기기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및⦁서비스

방사선⦁관련기기⦁
병원설비⦁및⦁응급장비⦁
약국⦁관련기기⦁

의료용품,⦁소모품,⦁기타⦁
의료정보시스템⦁

재활의학,⦁물리치료기⦁
중앙공급실⦁관련기기⦁
진찰용⦁및⦁진단용기기⦁
치료관련기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소재

식품⦁가공⦁및⦁안전
식품⦁기술

식품⦁및⦁식품원료
천연⦁소재
천연⦁추출물
첨가물

IT⦁솔루션⦁
감염병⦁진단⦁
기타⦁관련용품⦁
살균⦁및⦁소독⦁
장비⦁시스템⦁

출입통제⦁및⦁방역⦁장비⦁
환경감염관리

전시 품목

참가 안내

기본 부스와 프리미엄 부스, 3D 모델링 또는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3D 모델링/동영상 제작 패키지 부스 중 선택

부스 옵션 기본 부스 프리미엄 부스 3D 모델링/동영상 제작 패키지
(신청⦁마감:⦁2020년⦁9월⦁19일)

부스 이미지

제공 사항

공통

•⦁참가기업⦁리스팅
•⦁매치메이킹⦁자유⦁이용
•⦁코트라⦁해외⦁무역관을⦁통한⦁바이어⦁발굴⦁및⦁상담⦁주선

구분

•⦁기본⦁부스

•⦁참가기업이⦁자체적으로⦁보유한⦁⦁
디지털⦁콘텐츠⦁업로드⦁가능:⦁⦁
동영상 1개, 제품사진 2개, 로고 1개 

*⦁유료로⦁콘텐츠⦁추가⦁가능

*⦁별도⦁제작⦁지원⦁없음

•⦁프리미엄 부스  
(3가지 디자인 및 5가지 색상 중 선택 가능)

•⦁참가기업이⦁자체적으로⦁보유한⦁⦁
디지털⦁콘텐츠⦁업로드⦁가능:⦁⦁
동영상 2개, 제품사진 3개, 로고 2개,  
제품 3D 데이터 1개 

*⦁유료로⦁콘텐츠⦁추가⦁가능

*⦁별도⦁제작⦁지원⦁없음

•⦁프리미엄 부스  
(3가지 디자인 및 5가지 색상 중 선택 가능)

•⦁참가기업이⦁자체적으로⦁보유한⦁⦁
디지털⦁콘텐츠⦁업로드⦁가능:⦁⦁
동영상 2개, 제품사진 3개, 로고 2개 

•⦁전시물품의⦁3D⦁모델링⦁또는⦁⦁
동영상⦁1개⦁제작⦁지원

*⦁유료로⦁콘텐츠⦁추가⦁가능

*⦁수요에⦁따라⦁조기⦁마감될⦁수⦁있음

참가비
(1개당)

*부가세⦁10%⦁별도

조기신청
(9월⦁11일까지⦁적용)

3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일반신청
(9월⦁12일부터⦁적용)

400,000원 800,000원 1,200,000원

*⦁부스⦁신청⦁수량에⦁따라⦁업로드⦁가능한⦁콘텐츠⦁(동영상,⦁제품사진,⦁제품⦁3D⦁데이터)⦁및⦁콘텐츠⦁제작⦁지원⦁개수가⦁배수로⦁늘어나며,⦁가상부스의⦁크기는⦁3개부스까지는⦁확장되지⦁않습니다.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인포마마켓한국(주) ⦁biohealthworldwide@informa.com⦁⦁ 담당자⦁|⦁대리⦁강예지⦁⦁⦁ ⦁02-6715-5400⦁⦁⦁⦁ ⦁biohealthworldwide@informa.com



Bio Health 
Worldwide

지금 바로 부스를 신청하세요!

Bio Health Worldwide Online
2020. 10. 19(월) - 10. 30(금)

www.biohealthworldwide.org

� 개별 스폰서십

구분 단가(원)

메인⦁페이지⦁상단⦁로고⦁노출
*⦁다이아몬드⦁및⦁골드⦁스폰서에게만⦁제공

₩⦁3,000,000

메인⦁페이지⦁하단⦁로고⦁노출 ₩⦁1,000,000

참가기업리스트⦁페이지⦁상단⦁로고⦁노출 ₩⦁1,000,000

컨퍼런스⦁페이지⦁상단⦁로고⦁노출 ₩⦁600,000

단독⦁e뉴스레터⦁홍보⦁(1회) ₩⦁1,000,000

e뉴스레터⦁배너⦁(1회) ₩⦁500,000

웹⦁세미나⦁(1개⦁세션) ₩⦁500,000

투자IR관⦁참가⦁ 무료

*부가세⦁10%⦁별도

스폰서십 안내

전시회 참가문의

전시회 참가문의

인포마마켓한국(주) ⦁⦁ ⦁대리⦁강예지⦁⦁⦁⦁ ⦁02-6715-5400⦁⦁⦁⦁ ⦁biohealthworldwide@informa.com

� 스폰서십 패키지

구분 다이아몬드
(1개사)

골드
(2개사)

온라인⦁부스
(전시물품의⦁3D⦁모델링⦁혹은⦁동영상⦁3개⦁제작⦁지원)

O O

메인⦁페이지⦁상단⦁로고⦁노출 O(대) O(소)

e뉴스레터⦁배너 O(대) O(소)

참가기업⦁리스트⦁상단⦁로고⦁노출 O(대) O(소)

e뉴스레터⦁홍보 O X

컨퍼런스⦁페이지⦁상단⦁로고⦁노출 O X

웹⦁세미나 O X

가격 700만원 500만원

*부가세⦁10%⦁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