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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건강美 박람회,

코로나 시대 첫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 개최
MBN이 코로나19 시국의 세태를 반영한 ‘언택트 박람회’를 개최한다.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취지의 ‘MBN 건강美 박람회’는 매년 6만 여
시민이 참여하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국내 최대 건강·뷰티 축제로, 매경미
디어그룹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비대면, 비접촉’으로 진행
된다. 이에 국내 최초로 온라인 건강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홍보 판매 채널을 확보하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행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번 주제는 ‘헬스·뷰티의 출발점 면역’. 여기에 온라인 박람회 성격에 맞춘
동영상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접목해 ‘건강 핫 키워드’인 면역 기능 강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한다.
먼저 MBN 헬스&뷰티 스타들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 제품 홍보
와 판매가 진행된다. 더불어 국내 대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유튜브 라이브
홈쇼핑과 다채로운 온라인 이벤트로 참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손쉽게 제품을 접할 수 있어, ‘2020 MBN 건강美 박람회’는 기존
오프라인 행사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 기업으로서는 ‘MBN 건강美 박람회’가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를 분석하
는 것은 물론, 최신 유행하는 건강·뷰티 트렌드와 건강 정보, 의료 서비스 등
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더 나아가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 제품의 직
간접 홍보와 고객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박람회 참가와 동시에 ‘2020
MBN 브랜드 대상’ 심사에 자동으로 응모되는데, ‘MBN 브랜드 대상’은 건강
과 뷰티 두 분야로 나누어 각각 다섯 군데씩, 총 10개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건강 분야에는 건강 식품·의료 기기·헬스 케어 서비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
며, 뷰티 분야에는 화장품·뷰티 기기·뷰티 케어 서비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2020 MBN 건강美 박람회

[행사 일시]

2020년 7월 1일(수)~7월 14일(화), 2주간

[행사 주제]

‘헬스·뷰티의 출발점 면역’

[행사 규모]

기업·의료 기관 35개 업체 참가 및
부대 행사·이벤트 개최

▪ 면역 헬스 케어관(병의원·주제관) 5개
▪ 헬스 기업관(제약·식품 대기업·의료 기기)
30개 기업
▪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제품 홍보/판매/이벤트
플랫폼 운영
▪ 인플루언서 활용/기업 현장 홍보

[프로그램]
구분
전시
(홍보/판매)

강연
부대 행사
이벤트

프로그램

동영상 라이브 방송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참가 기업 제품 소개 영상
명의 온라인 건강 강좌
홈트 따라하기

MBN 건강 브랜드 대상

내용

MBN 헬스&뷰티 스타들의 라이브 홍보 방송

인플루언서/셀럽 활용 온라인 제품 홍보 판매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24시간 송출

면역을 메인 주제로,
일별/주제별 전문의 및 전문가 강의 오픈(10개)
유명 트레이너의 홈트레이닝 영상 외 (20개)

소비자가 뽑는 건강 트렌드(온라인 투표 진행)

나만의 면역력 증가 건강 레시피 이벤트/ 인플루언서 영상 댓글 달기 이벤트
/ 박람회 참관객 가입 이벤트/ 제품 구매자 경품 증정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