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MES Busan 2020 보도자료
2020 부산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Busan 2020)

부산/울산/경남 의료인들과 함께하는 KIMES Busan 2020
K-방역 기자재 전시회 동시개최, 지역의료분권주간 선포식도 열려...

부산 지역 주요병원과 함께하는 병원 검진서비스 운영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BEXCO 제2전시장 전관에서 개최 !!

■ 부산을 중심으로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을 아우르는 지역특화 의료산업전시회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2020 부산의료기기 
전시회(이하 ‘KIMES Busan 2020’)가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BEXCO) 제2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이 공동주최하는 KIMES Busan 2020은 올해로 3회째 개최되며 부산을 중심으로 대
구, 울산, 경북, 경남을 아우르는 지역특화 의료산업전시회이다.

  매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인 KIMES 전시회를 
매년 10월, 부산에서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시혜 확대에 기여하고 글로벌 트렌
드에 변화하는 의료산업을 한눈에 보여주며 B2B, B2C, C2C 등 다양한 네트워크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의료인, 의료산업관계자, 바이어, 딜러 등 10,358명의 참관객이 방문하였으며 
2020년에는 11,000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코로나19’ 에 대응하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으로 청정 전시회 운영!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COVID-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업체와 참관객의 안전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여 전시장에 최적화된 K-방역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최시기가 10월중순 이
후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국내외 상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철저한 방역준비를 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청정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전시장 입·출입구를 제한하고 철저한 단계별 방역절차를 통해 전시회를 운영한다. 참관객은 
열화상 카메라, 안면인식발열감지기에 37.5도 이상 고열이 감지되면 비접촉 체온계로 2차 측정
을 한 뒤 입장 여부를 판단한다. 입장시에도 전신소독게이트, 손소독제를 이용하고 마스크와 비
닐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전시장 내에는 안전한 관람안내와 방역용품 착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장 내 방역시스템을 통해 참관객의 동선이탈을 방지하고 참관객간 접촉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간격을 유지하여 감염경로를 사전에 방지하며, 전시장 공조시설을 매시간 가동하여 환
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 K-방역전시회 동시개최 및 기업공동관, 병원헬스케어관, 특별관 운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술의료기기관, 부산테크노파크 기업공동관을 비롯하여, 원주의료
기기테크노밸리, 충북테크노파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여러 의료관련기관과 단체의 
홍보관 및 기업공동관이 참가하고 재활 로봇관, 멸균·소독기기관, 의료기기부품관, 방역관리
관 등 특별관과 부민병원, 동아대학교병원, 힘내라병원이 참여하는 병원 헬스케어관을 구성
하여 미래 병원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K-방역 기자재 전시회와 지역의료분권주
간 선포식도 동시개최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의료관계인의 방문을 위하여 토, 일요일에
도 전시한다. 입장료는 3천원이며, 오는 10월 20일(화)까지 KIMES Busan 2020 홈페이지
에서 사전등록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실무 주최측인 한국이앤엑스 KIMES Busan 2020 사무국(전화: 
(02)551-0102)이나 홈페이지(www.kimesbusan.com)를 이용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