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설비ㆍ실험실 장비 
전문 전시회

부스 참가문의 | 김윤정 담당   T. 02-6715-5400   E. Yoonjeong.Kim@ubm.com

CPhI
동시개최

행사

82%
전체 방문객 대비 
구매 관여자 비율

제약설비ㆍ실험실장비ㆍ패키징 분야의 
실질적인 네트워킹 기회

참가비 안내
P-MEC 원/㎡ 1 부스(9㎡) 2 부스(18㎡) 4 부스(36㎡) 6 부스(54㎡)

독립부스 350,000 -
6,300,000 12,600,000 18,900,000

조립부스 400,000 3,600,000
7,200,000 14,400,000 21,600,000

※ VAT 10% 별도

15,120,000

17,280,000

10,710,000

12,240,000

5,670,000

6,480,000

P-MEC 방문객 구성

공식 홍보물을 통한 
참가사 홍보

수출상담회, 바이어 프로그램 등 
판로 개척 지원

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기본 제공사항 | 전시면적,  
디렉토리 및 웹사이트 등재

독립
부스

최소 9㎡ 이상 신청 가능 
기본 제공사항 | 부스벽면판넬, 회사명판, 카펫, 조명, 전기 
1kW/콘센트 1개, 상담테이블 1개+의자 3개, 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휴지통 1개, 디렉토리 및 웹사이트 등재

조립
부스

9㎡ 부스

10% 할인 15% 할인 20% 할인

패키징 설비•재료

위조방지 기술, 패키징(블리스터, 유리, 의료용, 

플라스틱, 1차/2차, 재료 및 부품), 백 (bags), 수송 

포장용 상자, 마개, 약물전달 시스템, 라벨링 , 제약 

파우치, 약품 충진 흡입기, RFID 추적, 주사기/충진 

주사기, 유리병/앰플 등

가공 설비

반응기, 건조기, 원심분리기, 추출설비, 열교환기, 

저장탱크, 여과설비, 증류장비, 살균 장비, 필터

프레스 장비, 교반기, 믹서기, 코팅기, 농축기, 

분쇄기, 타정기, 병 세척기, 팽창기 등

실험 및 분석 장비

실험기구, 계량시스템/장비, 실험실 소모품, 

실험 및 분석 장비, 기기 분석, 재료 시험, 

클린룸 기술, 실험실 데이터 시스템 및 문서관리, 

위생 시험, 클리닝 장비, 바이오 분석 등

42%
21%
18%
11%
8%

R&D

제약 가공·생산

실험실

규제/QA/QC

제약설비 및 장비

2019. 8. 21(수) ~  23(금)   서울 COEX



참가 문의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주)
T. 02-6715-5400  F. 02-432-5885
이현명 팀장 Hemy.Lee@ubm.com
강예지 대리 Evelyn.Kang@ubm.com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T. 02-2162-8062  F. 02-2162-8072
조종화 이사 cho@kpta.or.kr
최용희 차장 yhchoi@kpta.or.kr

홍보 문의 장시원 담당 Ashlee.Jang@ubm.com

참가업체를 위한 
비즈니스 및 홍보 기회를 활용하세요!

수출상담회(GBPP)
KOTRA에서 직접 유치하는 해외바이어와 1 : 1 상담 기회를  
가져보세요.

공모 바이어 프로그램
CPhI 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공모한 바이어의 수요 품목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세한 미팅을 가져 보세요.

국내외 바이어 초청
전시회에 국내외 거래선 및 잠재 바이어 유치 시 혜택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업체 세미나
부스 참가와 동시에 세미나를 진행하면 홍보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B2B 방문객을 부스로 초대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사전 홍보
이뉴스레터, 온라인 배너 노출, 공식매체 노출 등 사전 홍보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Advertising options 
Online banner 
A banner on CPhI.com/Korea allows your brand to be 
positioned in the spotlight. 

Providing you an opportunity to reach out to clients 
preshow and stand out from your competition.

Price: $2,500

E-newsletter
5,000+ global pharmaceutical professionals receive 
our newsletter, looking to stay up-to-date with the 
latest trends within the industry.  

Give exclusive visibility to your brand by advertising in 
our newsletter. 

Price: $500

Official directory 
The directory contains essential information that 
attendees require at the show and post show. 

Picked-up by 5000+ attendee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tand out and promote your message. 

Quantity distributed: 5,000

Back cover: $4,000
Inside front cover: $3,500
Inside back cover: $3,000
Index: $2,500
Full page: $2,000

현장 홍보
현장 배포 뉴스,  현장 배너 광고, 카펫 레터링 등 다양한 홍보 기회
를 이용해 현장에 방문한 방문객에게 효과적으로 자사 브랜드를  
홍보하세요.

Onsite options
Ceiling banner inside hall
Raise your brand above the rest. This banner is a 
highly visible branding opportunity which can be 
seen above the stands.

•  CPhI/ICSE/BioPh/Hi  
2,000mm (W) X 7,000mm (H) - 5 signage

•  P-MEC  
4,000mm (W) X 7,000mm (H) - 1 signage

Quantity available: 6 companies
Price: $3,000

Vertical banner in the lobby
Positioned at the main entrance, this highly lucrative 
opportunity offers you the chance to welcome your 
current and potential clients. 

Quantity available: 2 companies
Price: $2,000

You are here board –  
floorplan highlight
Have your company logo on the floor plan at the 
entrance & around the exhibition floor, allowing 
5,000+ attendees to navigate to your stand.

Floorplan highlight:  
Directory + Lobby Floorplan + Hall map

Quantity available: 10 companies
Price: $1,000

Speaking options
The Exhibitor Showcase are your 45-minutes 
speaking spaces to share your latest products, 
developments and research. The room capacity is 
60 people and equipment is provided (speakers are 
asked to bring their laptop with their presentations)

Time slots for the 3 event days:

10:15 – 11:00 11:15 – 12:00 13:00 – 13:45

14:00 – 14:45 15:00 – 15:45 16:00 – 16:45

 Price: $500 per s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