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결과 보고

날짜: 2019년 2월 20일-22일
장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INTEX Osaka)
주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일본 선두 국제 메디컬 + 종합 복지 엑스포

MEDICAL JAPAN 2019 대성공리에 폐막!
일본 선두 ‘국제 메디컬 + 종합 복지 엑스포’ - MEDICAL JAPAN 2019는 지난 2월 20일-22일에 일본,
인텍스 오사카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업계의 주요분야를 총망라하는 의료업계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전시회로서, 세계 24개국/지역에서
782개사가 참가했으며, 21,663명의 업계 전문가가 방문했다. 일본 및 세계 의료시장의 관문으로
입지를 굳힌 MEDICAL JAPAN 2019년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MEDICAL JAPAN 2019 전시 개요
전시회명

MEDICAL JAPAN 2019 – 제5회 국제 메디컬 + 종합 복지 엑스포 & 컨퍼런스

날

짜

2019년 2월 20일 [수] – 22일 [금]

장

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INTEX Osaka)

주

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특별후원

구성전시회

동시개최

Union of Kansai Governments
- 제5회 의료기기 & 설비 엑스포 오사카
- 제5회 병원 운영지원 엑스포 오사카
- 제4회 메디컬 IT 엑스포 오사카
- 제5회 간호 + 요양 엑스포 오사카
- 제2회 지역 포괄 케어 엑스포 오사카
- 제9회 의료기기 개발 엑스포 오사카
컨퍼런스 (170개 특별 세션)

■주요 결과 수치

세계 24개국/지역

782사 참가
세계 32개국/지역

21,663명 참관
총 170 세션

10,159명 청강
■참가 국가 & 참관 국가
MEDICAL JAPAN은 국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지명도가 높다. 이를 반영한 듯 2019년에 세계
24개국/지역에서 부스로 참가했고, 32개국/지역에서 21,663명이 방문하여 한자리에 집결했다. 해외
참가사에 있어서는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임과 동시에 해외 방문자수 또한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임을 실감케 했다.
MEDICAL JAPAN은 의료업계에서 세계 주요 시장중 하나인 일본에서 공급 및 수요에 부합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국제 전시회다운 면모를 갖추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스 참가 국가/지역
-

아르헨티나
독일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U. A. E.

-

캐나다
홍콩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U. K.

-

중국
인도
일본
파키스탄
대만
미국

-

이집트
인도네시아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오프닝 테이프 커팅 개막식 - 총 38명의 의료업계 리더가 등단

MEDICAL JAPAN 2019의 전시회 첫날 아침, 전세계의 의료 전문가 및 관계자가 한자리에
집결하여 MEDICAL JAPAN 2019의 개막을 축하했다. 일본, 한국, 홍콩, 태국, 미국, 캐나다,
독일의 병원 최고 경영자, 의료 기기 제조업체, 정부 관료, 국제기구 및 주최자등, 총 38명의
업계 전문가가 테이프 커팅 고위 인사로 등단하여 의료업계의 발전과 노력을 표명했다.

MEDICAL JAPAN 2019 테이프 커팅 인사 리스트
<주최>
• Reed Exhibitions Japan Ltd.

<특별후원>
• Union of Kansai Governments

<공동주최>
• Japan Hospital Association
• Osaka Association of Geriatric Health
Services Facilities

• Japan Care Association
• Kyoto Association of Geriatric Health
Services Facilities

<후원단체/협회>
• Association of Japanese Healthcare
Corporations
• Japan Municipal Hospital Association
• Japanese Council of Senior Citizens Welfare
Service
• Japanese Association of Retirement
Housing
• Japan Group-Home Association for People
with Dementia
• Japan Association for Clinical Engineers
• Japan Association of Medical Devices
Industries
• Osaka Prefecture Hospital Association
• Osaka Private Hospital Association
• Kyoto Private Hospital Association
• Hyogo Hospitals Association

•
•
•
•
•
•
•
•
•
•
•
•
•

Hyogo Private Hospital Association
Shiga Prefecture Hospital Association
Nara Hospital Association
Wakayama Hospital Association
Osaka Association of Medical and Care
Facilities
Osaka Nursing Association
Osaka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Osaka Association of Clinical Engineering
Technologists
Osaka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Osaka Medical Instruments Association
Osak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edicine
National Cerebral and Cardiovascular Center
Sysmex Corporation

<국제 정부기관 / 협회>
• U.S. Consulate General, Osaka-Kobe
• Nurember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Embassy of Canada
• Pakistan Embassy

• Korea KOTRA Osaka
• Office of the Thailand Board of Investment
• Taiwan Medical and Biotech Industry
Association
• Hong Kong Elderly Commission

■파빌리온 (해외 국가관)
이번 MEDICAL JAPAN 2019에서는 13개의 해외 국가관이 설치되어 각국/지역의 최첨단
제품과 기술이 전시되었다. 국가관은 일본 수입업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참관자로부터 큰
주목을 끌었다.
매년 국가관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올해는 위스콘신(미국) 국가관, 앨버타(캐나다)
국가관, 파키스탄 국가관이 신설 추가되었다. 2020년에는 더 많은 국가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 해외 참가사의 일본 진출을 위한 최적의 관문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해외 참가사는 최첨단 의료 및
노인 간호 제품/기술을 세계 선두 의료 시장인 일본에
선보였으며, 비즈니스에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은
전시장 여러곳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었다.
몇가지를 소개하자면, SIEMENS HEALTHCARE K.K.에서
최신 CT 스캐너를 전시했는데, 이를 보기위한 방문자들로
부스가 연일 붐볐다. 또한, 미국 국가관내에서 참가한 ICE
COLD MOUTHPIECE는 화학요법을 이용한 구강관리 제품을
전시했는데, 통증과 불쾌감을 억제하면서 구강 전체를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혁신적인 구강 냉각요법 제품을
선보였다. 그리고, PRIORITY ENVIRONMENTAL SOLUTIONS,
INC.,사의 DBA PRO1TEK은 가벼운 압박으로 중증의 동맥 및
정맥출혈을 억제할수 있도록 설계된 “WoundClot” 라는
고도의 지혈 거제를 출시했다. 그 외에도 한국 참가사,
OPENM INC. 는 착 용 한 채 로 샤 워 가 가 능 한 차 세 대
기부스를 전시했다.
한편, 의료제품 이외에도 노인 간병 제품도 많은
주 목 을 끌 었 다 . 대 만 회 사 인 , GEE HOO INDUSTRIAL
CORP.에서 전시한 건강관리 시스템 및 운동기구는 재활
제품을 찾는 방문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많은 재활 제품
중,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춘 체계적이며 진보적인
트레이닝 기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기업, DR.PIK CO.,
LTD.의 Vacuum Oral Care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 피간병인이 스스로 치아 청결및 치육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해외 참가사의 대부분은 신규진출 기업으로 일본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사무국에서는 일본 수입업체와의 매칭을 도모하는 ‘매칭서비스’를 지원하여 수입업체
및 유통업자와 해외 참가사간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총 400건 이상의 미팅을 성사시켜 수입업자와
일본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은 막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MEDICAL JAPAN은 일본의 성공적인 진출을 도모하는 참가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관문으로 입지를 굳혔다.

■컨퍼런스 - 업계 톱리더가 발표
전시회와 동시개최된 컨퍼런스는 전시회 기간동안 170개 세션이 진행되어 업계 최신 동향 및
노인 간호분야를 주제로 발표되었다. 현재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일본에서 크게
주목되는 내용으로 많은 관심과 함께 총 10,159명이 청강하였다. 업계 톱리더가 발표한 의료 첨단
기술과 업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는 전시회 기간중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동시통역 세션]
세계 표준! IoT와 인공지능(AI)이 실현하는 의료혁명

2월 21일(목) 10:30-12:00

의료의 미래 – 헬스케어 4.0과 향후–
시멘즈 헬스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Elisabeth Staudinger
임상현장에서의 인공지능(AI)의 혁신
오키나와 도쿠슈카이 쇼난카마쿠라 종합병원
방사선과
Shintaro Nawata
유럽의 국제표준의료 등 ID – 정보은행 규격, IHAN을 배운다

2월 22일(금) 13:00-14:30

에스토니아가 성공한 국가 차원의 건강 정보 시스템 (EHIS)란?
– 에스토니아 모델 –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Estonia / CEO, SMIS International LLC
Professor, eMed Lab, School of Information Technologies,
Peeter Ross

Health 3.0 –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 관리. IHAN이 필요한 이유 –
Senior Lecturer, Tallinn University of Technology, Estonia
CMO and Board Member, OoNiDa Foundation
Madis Tiik

■차기 전시회
MEDICAL JAPAN은 업계의 높은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 오사카 전시회에 이어 도쿄 전시회를
추가. 일년에 두번 개최하게 되었다. 더욱 막강해진 MEDICAL JAPAN에 부스참가를 희망한다면
조기에 신청마감이 되기 전에 지금 바로 사무국으로 연락 바란다.

날

짜

2019년 10월 23일-25일

장

소

일본, 마쿠하리 메세 (Makuhari Messe)

주

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구성 전시회

제2회 의료기기 & 병원 설비 엑스포 도쿄
제2회 병원 운영지원 엑스포 도쿄
제2회 메디컬 IT 엑스포 도쿄
제2회 간호 + 요양 엑스포 도쿄
제2회 지역포괄 케어 엑스포 도쿄
제10회 의료기기 개발 엑스포 도쿄 [MEDIX TOKYO]

날

짜

2020년 2월 26일-28일

장

소

일본, 인텍스 오사카 (INTEX Osaka)

주

최

Reed Exhibitions Japan Ltd.

특별 후원

구성 전시회

Union of Kansai Governments
제6회 의료기기 & 병원 설비 엑스포 오사카
제6회 병원 운영지원 엑스포 오사카
제5회 메디컬 IT 엑스포 오사카
제6회 간호 + 요양 엑스포 오사카
제3회 지역포괄 케어 엑스포 오사카
제10회 의료기기 개발 엑스포 오사카 [MEDIX OSAKA]

Reed Exhibitions Japan Ltd. MEDICAL JAPAN 사무국
TEL: +81-3-3349-8586

홈페이지: https://www.medical-jpn.jp/en-gb.html

>> 부스참가 문의
담당: 전치현(Mr.), Megumi Yanai (Ms.), Chisato Miyawaki (Ms.), Tao Li (Mr.), Wenwan Chao (Ms.)
온라인 신청: https://www.medical-jpn.jp/ex_en/
>> 참관 문의 (차기 참관 신청)

or 이메일: medical-japan@reedexpo.co.jp

담당: 요시무라 유우 (Ms.)

온라인 신청: https://www.medical-jpn.jp/inv_en/ or 이메일: visitor-eng.mj@reedexpo.co.jp
>> 프레스 문의 (미디어 파트너 관련)

담당: 요시무라 유우 (Ms.) 이메일: medical-press@reedexpo.co.jp

Reed Exhibitions Japan Ltd.

18F Shinjuku-Nomura Bldg., 1-26-2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163-0570, Japan

TEL: +81-3-3349-8586 / FAX : +81-3-3349-4922
Web: https://www.medical-jpn.jp/en-gb.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