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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계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연구개발, 제조, 임상, 유통 등 일련의 공정을 한 자리에 전시

2022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l  코엑스 A홀

후원

주최



Why 세계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Who 지난 방문객 프로필

북미
7%

남미
3%

아프리카
3%

유럽
20%

중동
3%

아시아
63%

오세아니아
1%

■ 대륙별 방문객 분포도

■ 전시회 방문 주요 목적

38%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파악

22% 시장 정보 습득

14% 신규 거래업체 접촉

10% 향후 협업을 위한 신규 파트너 탐색 

8%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4% 동종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4% 기존 거래업체 관계 유지 

2021 2,911명* 2019 6,111명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020행사는 개최되지 않았으며 2021년도 수치는 감소함

77%
전체 방문객의 77%가  

구매에 관여

43% 구매 결정에 의견을 제시

17%  구매를 결정

14%  직접 구매

3%  공급업체를 지정

01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식품 산업 트렌드를 한 자리에  
제약,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건강산업 트렌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제품 전시회(Hi Korea)’를 동시 개최합니다. 국내외 유관 

협단체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제공되는 프로모션 기회와 바이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3 스타트업에서 주요 제약사까지  
제약, 바이오테크,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국내외 대표 제약사가 참석합니다. 파트너쉽 및 투자를 위한 피칭 세미나를 

통해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04 글로벌 네크워크를 활용한 홍보기회  
CPHI, Vitafoods 등을 주최하는 Informa Market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산업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 강화할 수  

있습니다.

02 높은 의사결정권자 비율  
CEO, 대표, CFO, 프로젝트 리더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의 높은 참여율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합니다.

63% 높은 의사결정권자
CEO, CFO, 대표,

회장, 팀장

05 Back to Normal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한 현장 전시 개최  
여행제한이 완화되면서 해외에서 국내 입국이 자유로워졌습니다. CPHI Korea 2022에서 높아진 국내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 산업의 위상을  

확인하시고, 현장 행사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십시오! 



CPHI / Contract Services / Bio 1면 오픈 2면 오픈 3면 오픈 4면 오픈

독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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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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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프로필 (8,000원/㎡) 포함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CPHI Korea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COVID-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어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PHI Korea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상품을 

한국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Justin Hein, Export manager, BioCC LLC

“참가하는 많은 업체들은 좋은 고객을 만나고, 

좋은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CPHI Korea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를 더 강화한다면 

CPHI Korea는 해당 산업에서 주축이 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승 이사, 노바렉스

Exhibit 부스 참가 안내

조립
부스

ㆍ최소 9㎡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ㆍ조명, 카펫, 전력 1KW (콘센트 1개), 휴지통 1개

ㆍ상담테이블 1개, 의자 3개

ㆍ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디럭스
부스

ㆍ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ㆍ조명, 카펫, 전력 2KW (콘센트 2개), 휴지통 1개

ㆍ상담테이블 2개, 의자 6개

ㆍ안내데스크 1개(로고삽입), 스툴 1개

ㆍ창고, 미팅룸 (미팅룸은 면적 24㎡ 이상 사용시 제공)

ㆍ카탈로그 홀더 1개

※ 모든 그래픽 파일은 참가업체가 제공

독립
부스

ㆍ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만 제공

ㆍ웹사이트 등재

■ 부스 옵션 및 참가비 안내

디럭스 Type A

부스 상단 그래픽 제공

디럭스 Type B

라이팅 박스 그래픽 제공

조립부스

12m² 예시 

24m² 예시 18m² 예시 

■ 5 Events in 1 Location

기능성 / 천연 원료, 
건강기능식품, 첨가제

바이오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기술

API 및 제네릭 API, 정밀화학 및 중간체, 
첨가제 / 배합, 완제의약품

분석 및 실험 서비스, CMO, 전임상 / 임상 1-4단계, 
CRO / 임상 데이터, 바이오 서비스

가공설비, 실험 및 분석 장비, 
패키징 설비ㆍ재료



독립
부스

ㆍ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기본 제공사항  |  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조립
부스

ㆍ최소 9㎡ 이상 신청 가능

기본 제공사항  |    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부스벽면판넬, 회사명판, 카펫, 조명, 
전기 1kW/콘센트 1개, 상담테이블 1개 + 의자 3개,  
안내데스크 1개 + 스툴 1개, 휴지통 1개

조립부스 9㎡

팀장 이현명     Hemy.Lee@informa.com     02-6715-5400전시회 참가문의 주최

제약설비ㆍ실험실 
장비 전문 전시회

2022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ㅣ 코엑스

■ 전시품목

■ 부스 옵션 및 참가비 안내

P-MEC 원/㎡ 1 부스(9㎡) 2 부스(18㎡)  10% 할인 4 부스(36㎡)  15% 할인 6 부스(54㎡)  20% 할인

독립부스
최소 전시 면적 - 18㎡

355,000 - 6,390,000 ▶ 5,751,000 12,780,000 ▶ 10,863,000 19,170,000 ▶ 15,336,000

조립부스
최소 전시 면적 - 9㎡

405,000 3,645,000 7,290,000 ▶ 6,561,000 14,580,000 ▶ 12,393,000 21,870,000 ▶ 17,496,000

* VAT 10% 별도 / 이벤트 프로필 (8,000원/㎡) 포함

실험기구, 계량시스템 / 장비, 실험실 소모품, 실험 및 
분석장비, 기기 분석, 재료 시험, 클린룸 기술, 실험실 
데이터 시스템 및 문서 관리, 위생 시험, 클리닝 장비, 
바이오 분석 등

실험 및 분석 장비

위조방지 기술, 패키징(블리스터, 유리, 의료용, 
플라스틱, 1차/2차, 재료 및 부품), 백(bags), 
수송 포장용 상자, 마개, 약물전달 시스템, 라벨링, 
제약파우치, 약품 충진 흡입기, RFID 추적, 주사기/
충진 주사기, 유리병/앰플 등

패키징 설비·재료

반응기, 건조기, 원심분리기, 추출설비, 열교환기, 
저장탱크, 여과설비, 증류장비, 살균 장비, 필터프레스 
장비, 교반기, 믹서기, 코팅기, 농축기, 분쇄기, 타정기, 
병 세척기, 팽창기 등

가공설비

동시개최

63%

핵심 의사
결정권자

Why
P-MEC 2022?

61%

R&D 부서 
방문객 비중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38 %
참가업체

25 %
방문객

P-MEC
방문객 구성

61%
R&D

10%
QA/QC

13%
    제약 가공 
      · 생산

9%
제약설비 및  

장비

7%
실험실

* 코로나 상황 제외



www.hi-korea.net

홍명연 대리   Mona.Hong@informa.com    02-6715-5400전시회 참가문의 주최

Hi Korea 1면 오픈 2면 오픈 3면 오픈 4면 오픈

독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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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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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벤트 프로필 (8,000원/㎡) 포함

■ 부스 옵션 및 참가비 안내

독립
부스

ㆍ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만 제공

ㆍ웹사이트 등재

조립
부스

ㆍ최소 9㎡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ㆍ조명, 카펫, 전력 1KW (콘센트 1개), 휴지통 1개

ㆍ상담테이블 1개, 의자 3개

ㆍ안내데스크 1개, 스툴 1개

디럭스
부스

ㆍ최소 18㎡ 이상 신청 가능
ㆍ전시면적, 웹사이트 등재

ㆍ조명, 카펫, 전력 2KW (콘센트 2개), 휴지통 1개

ㆍ상담테이블 2개, 의자 6개

ㆍ안내데스크 1개(로고삽입), 스툴 1개

ㆍ창고, 미팅룸 (미팅룸은 면적 24㎡ 이상 사용시 제공)

ㆍ카탈로그 홀더 1개

※ 모든 그래픽 파일은 참가업체가 제공

조립부스

9m2 예시

디럭스 Type B

라이팅 박스 그래픽 제공

18m2 예시

디럭스 Type A

부스 상단 그래픽 제공

24m2 예시

세계 건강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전시회

2022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ㅣ 코엑스

동시개최



How 부스 신청 및 전시 준비절차

전시회 참가신청

1.  사무국 부스 문의

2.   참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부스 소진 시 참가 마감

참가비 입금

1.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 수령

2.  인보이스 수령 후 
2주 이내 입금

전시회 사전 준비

1.  온라인 메뉴얼 작성

2.  부스 홍보 
* 무료 홍보툴, 스폰서십 등 

3.  바이어 상담 프로그램 이용

전시품 반입

2022. 9. 26(월) : 독립부스

2022. 9. 27(화) : 독립 / 조립부스

전시회 개막

2022. 9. 28(수) - 30(금)

CPHI Global Series

2022년 10월 19일 - 21일
태국 방콕 IMPACT 

2022년 11월 29일 - 12월 1일 
인노 뉴델리 Expo Center

2022년 11월 1일 -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Messe Frankfurt

2022년 9월 28일 - 30일
서울 코엑스 A홀

2023년 4월 19일 - 21일 
일본 도쿄 Big Sight

2022년 12월 20일 - 22일 
중국 상해 SNIEC

2023년 4월 25일 - 27일
미국 펜실베니아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2023년 5월 23일 - 25일
독일 뉘른베르크
Exhibition Center Nuremberg

2023년 2월 1일 - 2일
프랑스 파리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참가 문의

Informa Markets
T. 02-6715-5400  F. 02-432-5885
이현명 팀장 Hemy.Lee@informa.com    
홍명연 대리 Mona.Hong@informa.com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T. 02-2162-8061  F. 02-2162-8072
진주연 사원 jyjin@kpta.or.kr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T. 02-525-8258  F. 02-725-8439
곽호빈 주임 hobin@kobi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