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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l Exhibition & Conference on
Bio Health Industry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세계시장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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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산업 :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업

제약·바이오산업은 지난 10년간 자동차, 휴대폰,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을 훌쩍 뛰어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수출,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지난 201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5월 정부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 3대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R&D 비용지원, 글로벌 수준 인허가 규제 합리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한국 의약품·바이오는 대내외적으로 퀀텀점프를 하며 바야흐로 글로벌 시장에 [K-BIO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힘찬 걸음에 디딤돌이 될 KOREA PHARM & BIO 2020에서 최고의 기술을 만나보십시오!

WHY KOREA PHARM & BIO?
≫ 제약 · 바이오 시장의 최신 트렌드 집약

≫ 초청 해외바이어 1:1 수출상담회

원료 및 완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소재, 바이오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유력 해외바이어를

의약, 스마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수탁서비스 및 아웃

초청, 참가기업과 1:1 수출상담 진행

소싱과 함께 제약·바이오 설비, 분석기기, 바이오 물류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약·바이오 시장의 최신 트렌드 및
기술동향이 모두 소개

•19년 초청바이어 8개국 23개사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일본, 콜롬비아, 페루, 홍콩)
•19년 수출상담실적 193건

1억2천만불

≫ 정부 정책설명회 및 관련 컨퍼런스 개최

≫ 특별주제관 구성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정부 정책설명회, 비즈 파트너링,

신약벤처기업홍보관, 기술이전/투자 특별관, 스마트

신약개발 국제 컨퍼런스, 바이오물류 및 콜드체인 세미나,

헬스케어 주제관, 원료의약품 국가관(인도, 중국) 등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IR)설명회, 글로벌 네트워킹 리셉

주제별로 구성된 특별관을 통해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션 등 전시기간 중 다양한 부대행사 동시개최

분야 전시

전시회 개요
전 시 명

KOREA PHARM & BIO 2020 제10회 국제의약품 · 바이오산업전
(

)

기

간

2020. 7. 27(월) ~ 30(목), 4일간 (10:00 – 17:00, 마지막 날 16시까지)

장

소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4홀

주최·주관
후

(주)경연전람

원

PHAMEXCIL
(인도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CCPIT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HEMEXCIL
(인도기초화학, 화장품, 수출진흥회)

www.koreapharm.org

전시품목
분석, 컨설팅, 서비스
의약품·바이오 분석서비스 및 기기 / 의약품·바이오
관련 컨설팅 / IT 서비스 / 투자유치(IR) 컨설팅 /
지식재산(IP) 및 특허법률 관련 서비스 /
의약품·바이오 물류 서비스

의약품, 원료 등
원료의약품(APIs) / 완제의약품 / 의약품 중간체 /
의약품 첨가제(부형제) / 기능성 원료 / 정밀화학 /
천연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맞춤형 의료 / 디지털 테라퓨틱스 / 차세대 진단 및 예방 /
원격진료 플랫폼 / 유전자연구 고도화 / 첨단영상 진단 /
생체조직재건 / 웨어러블 의료기기

천연 원료 / 기능성 원료 / 건강기능식품 / 첨가제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서비스 및 기술 /
바이오클러스터 / 바이오물류
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
수탁생산(CMO) 및 서비스 / CRO, 임상시험(전임상,
1-4단계), 생동성시험 / 임상데이터 관리 및 조사 /
분석 및 실험서비스 / 바이오 서비스 / 기타 수탁서비스

제약·바이오 신기술
제약기기 / 신약개발 / 유전자분석 활용 / 신기술신소재 /
AI 분석 및 딥러닝 / ICT 테크놀로지 / 3D프린팅
의약품·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협단체, 미디어
의약품·바이오 관련 연구기관, 협단체, 정부 등 /
매체, 잡지 등

Special Pavilion
신약벤처기업홍보관

기술이전/투자 특별관

스마트 헬스케어 주제관

신약개발벤처, 바이오벤처, AI 솔루션,

IP(지식재산), 특허법인, IR(투자유치)

진단, 예방용 스마트헬스 디바이스,

임상벤처 기업 홍보관

컨설팅 특별관

디지털 테라퓨틱스 주제 전시관

National Pavilion

인도, 중국 등 원료의약품 업체 국가관 구성

부대행사 & 컨퍼런스
•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정부 정책설명회

Regulation

• New Drug Discovery 국제 컨퍼런스

New Drug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품질 세미나

Quality

• 바이오물류 및 콜드체인 세미나

•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Networking

• 비즈 파트너링 (Biz-Partnering)

• Global Bio·Pharma Networking Reception
• 기술이전 및 투자(IR) 설명회

Technology
Transaction

• 신약개발·바이오벤처·스마트헬스케어 Start-up 프레젠테이션

2019 전시회 결과

참가업체

관람객

7 개국

48 개국

169 개사

32,091 명

200 부스

(해외바이어 1,150 명
국내바이어 30,941 명)

(동시개최 행사포함
23개국 854개사 2,279부스)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129 주제
8,526 참석자

8개국 23개사 바이어
193건 상담
1억2천만불 상담액

13.7%

의약품, 원료 등

33.5%

3.5%

유럽

0.8%

바이오의약품
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

분석, 컨설팅, 서비스, 의료기기
의약품 · 바이오연구기관,
협단체 등

중동

1.2%

16.7%
15.5%

5.0%
30.1%

18.9%
북아메리카

중국

24.9%

9.5%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2.7%
인도

일본

4.6%
대만

16.8%
2.3%

동남아시아

0.6%
오세아니아

관람객 관심품목별 등록

해외지역별 등록

남아메리카

HOW TO PARTICIPATE
참가절차

신청서제출
계약금(50%)

잔금
(50%)

온라인등록
부대시설신청

부대시설비
납부

전시품반입
부스장치

전시회
개막

신청 후 7일 이내

2020. 5. 29

2020. 6. 19

2020. 7. 3

2020. 7. 25-26

2020. 7. 27

참가비용

1부스 크기 : 3m X 3m (9㎡/약 2.7평)
3m

독립
부스

2,000,000원
/ 1부스
(VAT 별도)

▣ 전시면적만 제공

3m

▣ 최소 2부스 이상 신청가능

조립부스(면적+기본장치)

▣ KINTEX 지정 협력업체 선정 개별시공

(KINTEX 홈페이지 참조)

※ 포함사항
▣공

조립
부스

2,450,000원
/ 1부스
(VAT 별도)

통 : 부스벽면, 바닥 카페트

▣ 업체당 : 220V 소켓 1개(2구), 휴지통 1개
▣ 부스당 : 상호간판(현수막

실사 출력),

안내데스크 및 접의자 1개,
스포트라이트 4개(간판 2, 내부 2),
기본전력(1kw미만)
※ 조립부스 디자인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할인
재참가 할인

부스당 5만원

최근 3년간(17, 18, 19년) 2회 이상 전시회 참가기업

참가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
서면 신청
입금계좌 안내

홈페이지 www.koreapharm.org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전시사무국 제출 (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KEB하나은행 256-890000-08104 / 예금주 : (주)경연전람

※ 신청문의 : (주)경연전람 박영은 차장 Tel. 02-785-4771 Email. yepark@kyungyon.co.kr

Venue Information

Concurrent Events
제22회 국제포장기자재전 KOREA PACK 2020
제10회 국제물류산업대전 KOREA MAT 2020
제15회 국제제약·바이오·화장품기술전 COPHEX 2020
제12회 국제화학장치산업전 KOREA CHEM 2020
제14회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 KOREA LAB 2020
제10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 KOREA PHARM & BIO 2020
제 5회 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CI KOREA 2020

전시사무국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1101호
TEL. 02-785-4771 FAX. 02-785-6117
EMAIL. yepark@kyungy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