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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바이오ㆍ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2021년도 결과 보고서

현   장 : 2021년 10월 11일 - 13일   l   코엑스 D홀

온라인 : 2021년 10월 11일 - 22일   l   온라인 플랫폼

제약ㆍ바이오ㆍ건강기능산업의 최신 교류의 장! 

CPhI Korea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세요!

Your reliable partner for entering
the Korean Market!



CPhI Korea는 제약, 컨슈머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물류, 유통,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5개의 동시개최 행사를 한 자리에!

2021 방문객 통계 및 수치

방문객 직책

32%
CEO/최고운영책임자/

대표/회장
*37% 기타 (컨설턴트 포함)

31%
팀장 및 차장

방문 국가 상위 5개국  * 온라인 + 오프라인

한국1 중국3인도2 미국4 독일, 러시아5

CPhI Korea는 완료 및 

완제의약품, 정밀화학, 중간체 

등의 공급업체와 바이어가 

만나 교류하는 장입니다.

ICSE는 분석 및 실험 

서비스, CRO, CMO, 제약 

유통 및 기타 위수탁 서비스 

업체들을 위한 네트워크 

장입니다.

P-MEC은 제약 가공 설비,

실험 및 분석 장비, 기술

업체들의 정보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bioLIVE는 바이오 

의약분야에 포커스를 맞추어, 

바이오 제약업체, 신약 개발 

연구기관 및 과학연구소의 

전문가들에게 최상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합니다.

Hi Korea는 전세계 

건강기능성식품 및 원료 

분야의 제조업, 무역업, 

서비스업 및 관계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전시회입니다.

방문객 구매 결정 능력

77%
전체 방문객의 77%가 

구매에 관여

 43%  구매 결정에 의견을 제시

 17%  구매를 결정

 14%  직접 구매

3%  공급업체를 지정

방문객 수치

*2020년 행사는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2021년도 수치 감소

2021 2,911명* 2019 6,111명



“신제품을 소개하고자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CPhI Korea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COVID-19
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이어들이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였고 긍정적인 비즈니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PhI 
Korea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상품을 한국에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이라고 생각합니다.

Justin Hein, Export manager, BioCC LLC

참가하는 많은 업체들은 좋은 고객을 만나고,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CPhI Korea에서 좋은 정보를 얻기는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를 더 강화한다면 CPhI Korea
는 바이오 산업에서 주축이 되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승 이사, 노바렉스 홍보마케팅부

코로나로 전시회 방문이 어려운 해외 바이어를 위해 
CPhI Korea Connect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온라인 상에서 참가업체 하이라이트, 웨비나, 화상 
상담 등 풍부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 했습니다. 현장 
전시회 기간을 포함해 온라인 상에서도 참가업체, 
바이어, 방문객 간 미팅 신청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CPhI Korea Connect 온라인 플랫폼

방문객 관심 분야 : 전시회 방문 주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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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

14%

10%

8%

4%

4%실험실 및 분석장비

제네릭 API

기존 거래업체 관계 유지

자연 추출물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완제의약품 제형

제약 설비, 기술

동종업계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API

향후 협업을 위한 신규 파트너 탐색

바이오 의약품
신규 거래업체 접촉

식품 및 식품원료
시장 정보 습득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파악



방문객 및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 프로그램은 제약•
바이오•건강기능성식품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 참가업체 
및 유관 단체에서 직접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13
개 강연을 통해 참가 업체가 신기술 및 제품, 연구 성과를 
소개했고, 기업간 맞춤형 상담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업체 세미나
CPhI/ ICSE/ P-MEC/ bioLIVE/ Hi Korea 2021은 제약•
바이오•건강기능성식품 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건강기능성식품 현황에 대한 주제로 전시 기간 3일 동안 총 5
개 세션에서 22개 컨퍼런스가 진행돼, 산업 종사자들의 지적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

• 국내 백신 개발을 위한 향후 정책 및 지원 방향, 
백신개발현황 공유

• 보건 식품 및 식품 관련 중국 수입허가 제도 대응전략 및 
한-중 FTA 준비과정

• KDRA 혁신정책연구센터(InnoPol) 2021년도 제1회
바이오헬스 정책포럼

•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핵심분야별 접근전략

•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 · 학 · 
연 · 벤처간 오픈이노베이션 및 혁신생산성 강화 지원 방안

•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방안

• KPTA 포럼-독성 예측 프로그램, 금속불순물 및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 실례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전략 세미나

• 개발도상국 진출전략 설명회

• CAIQTEST KOREA - 기업 간 맞춤 상담회

• 양산된 미량 진세노사이드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의 이용

• 나노 분쇄 및 분산 기술 동향 세미나

• 우수 기능성 소재 특허기술 발표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개 및 국유특허 기술이전 절차안내, 
재단 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소개

• 국산 로열젤리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성분 표준화 및 
기능성 연구

• 베타원 조곡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 강황의 간기능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 기능성 유산균 및 유제품(피부건강, 수면)

• 삼채의 인지능 개선 및 퇴행성 뇌질환 예방/치료용 조성물

•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 제조를 위한 고객 맞춤형
미디어 및 공정

• 유럽 제약바이오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컨퍼런스 주요 주제참가업체 세미나 주요 주제

CPhI Korea는 제약 · 바이오 · 건강 식품 산업에서 다른 전시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문성을 띄고 있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CPhI Korea에 매우 만족하고, 다음 해에도 반드시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호원 대리, 동국제약 해외사업부



9%
포스트바이오틱스

6%
영양소

4%
아미노산 4%

오메가4%
약초

7%
프로바이오틱스

6%
식물 추출물

5%
콜라겐

4%
산화방지제 5%

프리바이오틱스

방문객 주요 관심 사업 분야 (Hi Korea)

방문객 관심 원료 Top 10 (Hi Korea)

Functional 
Food Beauty & Wellness

Bone and 
Joint Health Natural/Functional

ingredients

Antioxidants

Beverages/Juices

Diabetes

Nutraceuticals

Probiotics and 
Prebiotics

Health Claims

Sports Nutrition

Healthy Aging

Pet food / Animal Nutrition

Cardiovascular 
Health

Weight Loss 
Management

Clinical/Medical Nutrition

Packaging & 
Processing 
Innovation

Energy and Endurance/Sports 
Nutrition

Cognitive and 
Mental Function

Children’s Health/Infant Nutrition

Sustainability

Digestive Health

Reformulation

Plant-Based Nutrition

Anti-allergens

Salt, Fat, Sugar Reduction



www.cphikorea.co.kr

2022년 9월 28일 (수) - 30일 (금)  l  코엑스

제약ㆍ바이오ㆍ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The Powerhouse for 
Pharmaceutical · Bio · Healthcare Industry 

of the Future

제약 · 바이오 ·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고객과 파트너를 

CPhI Korea에서 발굴하세요!

지금 부스를 신청하세요!

주최

전시회 참가문의

팀장 이현명     Hemy.Lee@informa.com        02-6715-5400
대리 강예지     Evelyn.Kang@informa.com    02-6715-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