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시회 결과보고서
2019년 8월 21일 - 23일 ㅣ 서울 COEX

6,111

전세계 66개국
6,111명 방문

266

전세계 20개국
266개사 참가

22%

전체 방문객 중
해외 방문객 비중 22%

지난 5년간 연평균
참가업체 38% 성장
방문객 25% 성장

제약 및 컨슈머헬스케어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
CPhI Korea!

전시회 참가문의
대리 강예지

Evelyn.Kang@ubm.com

주최
02-6715-5400

5개의 동시개최 행사를 한 자리에!
CPhI Korea는 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물류, 유통,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CPhI Korea는 완료 및

ICSE는 분석 및 실험

P-MEC은 제약 가공 설비,

bioLIVE는 바이오

Hi Korea는 전세계

완제의약품, 정밀화학, 중간체

서비스, CRO, CMO, 제약

실험 및 분석 장비, 기술

의약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

건강기능성식품 및 원료

등의 공급업체와 바이어가

유통 및 기타 위수탁 서비스

업체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바이오 제약업체, 신약 개발

분야의 제조업, 무역업,

만나 교류하는 장입니다.

업체들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연구기관 및 과학연구소의

서비스업 및 관계업계

전문가들에게 최상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장을 제공합니다.

전시회입니다.

장입니다.

2019 방문객 통계 및 수치
방문 국가 상위 10개국
1

한국

6

홍콩

2

중국

7

몽골

3

인도

8

베트남

4

일본

9

대만

5

필리핀

10

미국

대륙별 방문객 분포
한국을 제외한 해외 방문객의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12%
유럽

3%
북미
3.5%
남미

4%
중동
2%

아프리카

75%
아시아

0.5%
오세아니아

방문객 직책

33%

CEO/최고운영책임자/
대표/회장
*32% 기타 (컨설턴트 포함)

35%
팀장 및 차장

방문객 관심 분야 :

전시회 방문 주요 목적 :

19%

APIs

26%

15%

바이오의약품

12%

자연추출물

11%

완제의약품

21%
20%

신규 거래업체 접촉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파악
시장 정보 습득

17%

신제품 발굴

9%

5%

신기술 습득

첨가제/배합

8%

제약 패키징 및 의료기기

4%

동종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8%

정밀화학 및 중간체

4%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8%

수탁생산 및 아웃소싱

3%

구매

10%

제약 설비, 기술 및 분석 장비

바이어와의 미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사 신제품인 ‘바르는 보톡스 PTx(Peptide
Toxin)’는 바이오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각지에서 온 그 나라의 굴지의
제약 및 바이오 업체와 만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운기 부장, 케어젠

방문객 구매 결정 능력		
36% 구매 결정에 의견을 제시
21% 직접 구매

81%

전체 방문객의 81%가
구매에 관여

20% 구매를 결정
4% 공급업체를 지정

2019 참가업체 통계 및 수치
참가 국가 상위 10개국
1

한국

6

체코

2

중국

7

이탈리아

3

인도

8

싱가포르

4

미국

9

일본

5

영국

10

독일

동시개최 행사 별 참가업체 성장 현황
Hi
P-MEC
BioPh&ICSE
CPhI

94%

성장
(2015
-2019
)

87%
참가업체의 87%가
‘투자 대비 만족도’에 대해
기대이상 및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2015

2017

2019

2019 참가업체 재참가 의향

57%
재참가
예정/확정

25%
긍정적
검토

17%
올해 전시회 결과를
검토 후 결정 예정

1%
불참

부대행사
1:1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바이어 프로그램’과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업체, 바이어, 방문객 간 미팅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전시회 사전에
신청된 4,298건 및 추가로 현장에서 신청된 628
건이 진행돼, 추적되는 건수로만 총 4,926건의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어 프로그램

제약 완제 분야의 파트너를 만나고자
CPhI Korea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CPhI Korea 행사에는 실제로
구매 결정권자가 방문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Sara Lesina, Director of
Global Marketing, Capsugel – Lonza

올해 참가를 처음했는데 성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동 부대행사에는 참가업체가 희망하는 분야의
바이어를 주최사가 대신 초청해 미팅을
주선하는 ‘초청 바이어 프로그램’ 및 주최사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모된
바이어를 참가업체에게 소개하는 ‘공모 바이어
프로그램’이 운영 되었습니다. 아울러 파트너
행사인 ‘KOTRA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
(GBPP)’의 바이어를 전시장으로 초청해
참가업체와의 미팅을 주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38개국* 84명의 선별된 ‘진성 바이어’
가 CPhI/ICSE/P-MEC/BioPh/Hi Korea
2019를 찾았으며 수요에 따라 활발히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38개국: 중국,

일본, 호주, 홍콩, 몽골,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독일,
러시아, 미국, 멕시코, 페루, 파나마,
칠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과테말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집트, 콜롬비아, 이스라엘, 터키,
탄자니아,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에티오피아 등

CPhI China나 CPhI Worldwide 전시회를 참가하는
등, 그 동안 바이어를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었는데
CPhI Korea에서 많은 바이어를 만나 내실 있는 미팅을
하였습니다. 바이어도 아시아 위주의 바이어가 아닌,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에서까지 와서 미팅을
하였으며, CPhI Korea가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준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안효길 부장, 제일헬스사이언스

참가업체 세미나

컨퍼런스 프로그램

방문객 및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건강기능성식품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
참가업체 및 유관 단체에서 직접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바이오헬스케어 투자유치 IR’을 추가로
진행해, 13개의 바이오 기술 업체가 자사의 기술 및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CPhI/ ICSE/ P-MEC/ BioPh/ Hi Korea 2019는
전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성식품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및 국내 제약산업의 현황에 대한
주제로 전시 기간 3일 동안 컨퍼런스가 진행돼, 산업
종사자들의 지적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참가업체 세미나 주요 주제

컨퍼런스 주요 주제

•R
 evolution Beyond Innovation: Topical
Application of Botulinum Toxin Type C Peptide
in Pharmaceutical and Aesthetic Applications
•생
 명과학 분야에서 APAC ecosystem의 개조/변화/
바꾸기: 기회와 해결 과제

•M
 F시스템 최신 트렌드 및 한국-일본간 MF 시스템
비교
•E
 DQM 및 CEP 절차 소개. API 제조사 대상 EDQM
실사 프로그램과 CEP 활용 방법
• 칠레 제약 및 보건 산업의 도전과 기회

•카
 메룬, 카자흐스탄의 비즈니스 환경 및 우간다 투자
환경 소개

•G
 MP Compliance Inspection by PMDA(개요 및
지적사항)

•의
 약품 안전을 위한 브링스 전문 콜드체인 프로세스

•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GMP 인증

•모
 리나가사 인체유래 비피더스균 HRB(HumanResidential Bifidobacteria)의 장점

• 중국 건강기능식품 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
•K
 PTA Forum - Qbd 정제 공정 모델링. 최적화, 예시
모델과 실행안 소개

•모
 리시타진탄 심리스캡슐 테크놀로지
•야
 생 미세조류 - 영양소, 건강상 이익, 그리고 응용
•제
 약 무균공정에 적합한 Isolator 시스템 설계
•빠
 른 확장과 문제해결을 위해 전산기술을 활용하는 법
•바
 이오헬스케어 i-CON 투자유치 IR

국내 참석한 박람회 중에는 상당히 내실이 있는 박람회였습니다. 여러 고객사 분들이 참석해주셨고,
평소에 접점을 찾기 어려웠던 고객사 분들도 많이 만나 영업 기회가 많았습니다.
김선민 대리, BTC

후원

파트너 행사

공식 미디어 파트너

CPhI Korea 2020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십시오!
2020년 8월 26일(수) - 28일(금) ㅣ 서울 코엑스 A홀

전시회 참가문의
대리 강예지

Evelyn.Kang@ubm.com

주최
02-6715-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