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

6,200+ 270+ 22%
전세계 70여개국 
6,200명 방문

전세계 20여 개국 
270여 개사 참가

전체 방문객 중 
해외 방문객 비중 22%

지난 5년간 연평균 
참가업체 38% 성장 
방문객 25% 성장

CUSTOMIZATION 
산업 유관단체와 연계, 유력 바이어와 
맞춤형 1:1 파트너링 기회 제공

NETWORK 
국내외 6,100명 이상의 
바이어와 의사결정권자 방문

GLOBAL 
해외 참석자 비중 20%! 
압도적인 해외 참가업체 및 바이어 비율

MAXIMUM EXPOSURE 
CPhI Network 및 Informa Markets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세계 홍보 기회

QUALITY 
제약 및 건강 기능성원료 산업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전시회

2020년 8월 26일(수) - 28일(금)ㅣ서울 코엑스 A홀

제약 및 컨슈머헬스케어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Why CPhI Kore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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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부스 옵션 / 참가비 1면 오픈 2면 오픈 3면 오픈 4면 오픈

독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24㎡

355,000 375,000 390,000 400,000 

조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CPhI: 12㎡, ICSE, BioPh: 9㎡

405,000 425,000 440,000 450,000 

디럭스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18㎡

660,000 680,000 685,000 695,000 

* VAT 10% 별도

원료 / 완제 의약품
API 및 제네릭 API 
정밀화학 및 중간체

첨가제/배합 
완제의약품

26 - 28 August 2020 | Hall C, COEX, Seoul, Korea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
분석 및 실험 서비스

수탁 생산/CMO
전임상 시험 1~4 단계/ 

CRO/임상 데이터
바이오 서비스

26 - 28 August 2020 | Hall C, COEX, Seoul, Korea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기능성/천연 원료
건강기능식품

첨가제

지금 부스를 신청하십시오!

부스 옵션 및 참가비 안내

•	전시면적만 제공 (최소 24㎡)
※ 전시부스 장치공사는 COEX 지정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 시공

독립
부스

•	최소 12㎡ (*ICSE, BioPh 최소 9㎡)
•	조명 4개, 카펫, 전력 1KW (콘센트 1개), 휴지통 1개
•	상담테이블 1개, 의자 3개
•	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조립
부스

•	최소 18㎡
•	조명 6개, 카펫, 전력 2KW (콘센트 2개), 휴지통 1개
•	상담테이블 2개, 의자 6개
•	안내데스크 1개(로고삽입), 스툴 1개
•	창고, 미팅룸 (미팅룸은 24㎡ 이상 시 제공)
•	카탈로그 홀더 1개

※ 모든 그래픽 파일은 참가업체가 제공.  
 동 부스 이미지는 24m²의 샘플이미지임.

디럭스
부스

디럭스 Type A

부스 상단 그래픽 제공

디럭스 Type B

라이팅 박스 그래픽 제공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기술

26 - 28 August 2020 | Hall C, COEX, Seoul, Korea
제약설비·기계·패키징

가공설비
실험 및 분석 장비
패키징 설비·재료

www.cphikorea.co.kr

조립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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