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S(Biz Matching Service) 가이드 

-바이어- 



2 

 

Ⅰ. 전시회 및 BMS 개요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K-HOSPITAL FAIR 2020(2020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 목    적: 병원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최신 병원의료 기술 및 기기·장비 소개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  

최신 병원의료산업 정보 및 동향 제시 

• 전시기간: ‘20년 10월 21일(수) ~ 10월 23일(금), 3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10월 23일은 오후 5시까지) 

※ 전시장 내 세미나 참석인원들은 09:30 부터 입장 

• 장    소: 코엑스(COEX) 3층 C홀(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대한병원협회 

• 주    관: 메쎄이상,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후    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방역협회, (사)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2. BMS 개요 

• BMS: 1:1 Biz Matching Service (ES비즈매칭 서비스) 

• 추진방법: K-HOSPITAL FAIR와 BMS를 연계하여 바이어 화상상담 및 현장상담 진행 

• 추진목적: 병원 홍보와 구매 경쟁력 강화 

• 상담기간: ’20.10.12(월)~10.30(금) 

• 참가대상: 국내 병원 및 유통상 

• 참 가 비: 무료 

• 진행일정 

 

3. 참가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상시모집 

• 신청방법: BMS 회원가입/로그인하여 담당자 정보 페이지 입력 후 저장 

• 문의처: 『K-HOSPITAL FAIR 2020』 사무국 ㈜메쎄이상  

(Tel. 02-6121-6363  l  Fax. 02-6455-0941  l  E-mail. khf@esgroup.net) 

참가업체 모집 

및 담당자 등록 

바이어 등록 및 

미팅 신청 

온라인 상담회 

진행 

 

10.12(월)~30(금) 

(월) 

현장 상담회  

진행 

 

10.21(수)~23(금) 

mailto:khf@esgrou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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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MS 이용 매뉴얼  ※ BMS는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1. 바이어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① 홈페이지 http://bm.esfair.kr/auth?r=KHSPT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ES멤버십 가입 및 사전등록 

* ES멤버십 가입만 완료 된 경우 K-HOSPITAL FAIR 사전등록 필요 

* ES멤버십 가입 및 사전등록 모두 완료일 경우 ②로 이동 

* 사전등록 완료 후 <바이어정보> 기입 페이지로 자동 이동 

 

 

② 회원가입 완료 이후 로그인 방법 

국내 바이어 로그인 클릭  ES멤버십 ID/PW 입력 후 로그인 

* ID: 연락처, PW: 이름 

 

 

 

 

 

 

1 

 ES멤버십 가입 및 사전등록 

1 

2 

http://bm.esfair.kr/auth?r=KHS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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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어 정보 입력 

① 좌측 메뉴에서 <바이어 정보> 클릭 → 바이어 업체 정보, 담당자 정보, 관심분야, 참가병원 유형, 

병원 상세 구매 계획 작성  저장 버튼 클릭 

* 참가병원 유형과 병원 상세 구매 계획은 병원관계자 작성 필수 

* 유통 업체의 경우 병원 상세 구매 계획 기타에 작성  

* 병원 상세 구매 계획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추가 작성 가능 

 

 

3. 사무국 확인 및 승인  

- 사무국에서 신청한 바이어 정보 확인 후 승인 처리 

- 사무국의 승인처리가 있기 전까지 HOME과 바이어정보만 확인 가능 

- 미팅신청, 미팅 신청 현황, 미팅 시간표는 사무국 승인 후 확인 및 이용 가능 

 

 

 

 

 

 

 

 

 

 

 

 

 

 

 해당 페이지 정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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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팅 신청 

- 미팅 신청 페이지 클릭 

- 참가업체 명 클릭 시 참가업체정보 및 전시품목 팝업창으로 확인 가능 

- 참가업체 명, 주요 정보 확인 후 파란색 미팅 신청 버튼 클릭 

 

- 미팅 신청 버튼 클릭 후 미팅 희망 시간 선택 

* 한 업체당 한 번의 미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담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진행  

* 상담 시간은 10:00부터 17:30까지 30분 단위(점심시간인 11:30, 12:00, 12:30 총 세 타임은 제외)  

 

- 업체가 설정한 미팅 불가능한 시간은 공백으로 표시 

 

- 신청 완료 시 파란색 미팅 신청하기 버튼이 빨간색 신청취소 버튼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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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팅 승인 및 거절 

- 바이어가 미팅 신청 후 참가업체에서 미팅 승인하면 매칭 완료 

- <미팅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 업체 승인 시 빨간색으로 업체명 표시 

 

- 업체에서 거절 시 [요청거부]로 표시 

 

 

6. 미팅시간표 

- <미팅시간표> 페이지에 수락한 미팅 건에 한해서 빨간 글씨로 노출 

 

 

7. 미팅 진행 

① 오프라인 

- 박람회 기간 동안 모든 미팅은 전시장 내 ‘BUY MEDICAL’에서 진행 

- ‘BUY MEDICAL’ 위치는 추후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입구 현황판에서 확인 가능 

 

② 온라인 

- 예약한 시간에 줌(Zoom)을 통해 미팅 진행 

- Zoom을 통해 통해 미팅 진행할 경우 ‘Ⅳ Zoom 이용 매뉴얼’ 필독 

- 참가업체가 회의 개설하여 바이어에게 회의 링크, 회의 ID, 암호 전달 

test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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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 미팅    

* K-HOSPITAL FAIR 기간(10월 21일~23일) 동안 현장 미팅 진행 

 

1. 상담 방법 확인 

- 좌측 메뉴의 <바이어 정보>의 ‘바이어 담당자 정보’에서 미팅 신청 여부 체크 가능 

 

- 상담방법에서 현장상담(전시장)으로 선택 및 10월 21일(수) ~ 23일(금)에 미팅이 확정된 경우 ‘BUY 

MEDICAL’ 상담장에서 미팅 진행 

 

2. ‘BUY MEDICAL’ 상담장 위치 

- 행사 개최 전 홈페이지 참관객_참가업체 온라인 디렉토리에서 확인 가능 

- 전시장 입구 현황판에서 위치 확인 가능 

 

3. 미팅 

- 참가업체와 약속된 시간에 ‘BUY MEDICAL ’상담장에서 미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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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ZOOM 이용 매뉴얼   

* 참가업체 담당자가 회의 개설하여 바이어에게 회의 링크 전달 

* 미팅 전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필수  

 

1. 사전 준비 사항 (필수, 택 1) 

① 데스크톱 PC + 스피커 또는 헤드셋 [USB 웹캠, 마이크] 

② 마이크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 [노트북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2. 회의 참여하기 

- 메신저/문자, Outlook 등을 통해 초대 받을 수 있음. 

- 초대링크를 클릭하면 Zoom 회의실로 바로 연결  

  

- 회의 초대 링크를 누르면, Zoom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 초대받은 PC에 Zoom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진행  

 

-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회의참가’ 버튼 클릭 후, 초대메시지에 있는 회의실 번호 입력 

- 실명 입력 및 카메라/마이크 ON 설정 

- 초대메시지에 있는 암호 입력 후 입장 

- 업체와 미팅 후 종료 시 우측 하단의 ‘종료’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