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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부가세 포함)

부스종류
독립 부스

(1부스/9sqm)

3m

3m

2,970,000원

제공내역
전시면적만 제공
*부스 시공은 참가업체에서 진행

2개 부스(18sqm)이상부터 신청 가능
전시면적 + 조립부스 시공

조립 부스

(1부스/9sqm)

3,465,000원

상호간판, 조명 5개, 카페트, 데스크 1개, 의자 1개,
기본전력 (1KW / 220V 소켓)

1개 부스(9sqm) 이상 부터 신청 가능
전시면적 + 프리미엄 부스 시공

프리미엄 부스

2개 부스(18sqm)이상부터 신청 가능

(1부스/9sqm)

4,070,000원

조립부스 제공사항 일체
*프리미엄 부스 특전

- 미팅세트(상담테이블,의자,정수기)
- 벽면 그래픽 디자인 시공
- 카달로그 홀더 1개

스타트업 부스
(1부스/4sqm)

1,100,000원

전시면적(4sqm) + 스타트업 부스 시공
*1개 부스만 신청 가능
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기업

상호간판, 조명 2개, 데스크 1개, 의자 1개, 기본전력 (1KW / 220V 소켓)
전시면적(6sqm) + 기본부스 시공 + LED TV 43" 1대, 노트북 1대,

리모트 부스

(1부스/6sqm)

2,000,000원
(프리미엄)
1,500,000원
(에센셜)

인터넷 설치, 바코드 리더기 1대 (방문자 명함 수집)

부스에 직접 상주하지 않고, 프로모터를 통한 신규 세일즈 리드 확보
* 리모트 부스 특전

- 프리미엄 디렉토리 리스팅 (프리미엄 한정)
- 온라인 배너 광고 3개월 (프리미엄 한정)

- 프로모션 스태프 상주(프리미엄: 전담 스태프, 에센셜: 공유 스태프)

111(아래 항목 중 택일, 2021년 2월 28일 마감)
선택 1 (부스 참가비 할인)
조기 신청 시

* 상세 제공 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선택 2 (프로모션 제공)

뉴스레터 로고 광고 총 3회 (총 3만 개 DB대상)

부스 참가비 20% 할인

SNS 특집 포스팅 총 3회 (카카오채널, 링크드인)
*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 - 부스 참가비 10% 할인 (* 특별 제공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1111
출입증(전시&컨퍼런스-부스당 3개), 파트너링 참가 기회(기업당 1개), 컨퍼런스 초청권(기업당 3개), 전시 초청권(기업당 100매)
* 추가 출입증은 사무국에 별도 문의, 파트너링 참가는 기업당 1개 아이디 사용하여 사전 미팅 매칭, 실제 미팅 참석은 1명 이상 가능

1
전시, 파트너링, 기업발표, 후원

컨퍼런스

E-MAIL: interphex@reedexhibions.co.kr

E-MAIL: bioplus@koreabio.org

TEL: 070-4912-7933

BIOPLUS
INTERPHEX
KOREA 2021
Quantum Leap
2021년 8월 31일(화) — 9월 2일(목)
서울 코엑스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TEL: 031-628-0036

www.bioplusinterphex.co.kr

One and Only Global Bio-Pharmaceutical Convention

BIOPLUS-INTERPHEX KOREA 2021



바이오 분야 국내외 전문가의 최신 산업기술을 확인하고 글로벌 이슈를 공유하세요!

세션 주제
*추후 변동 가능

한국바이오협회의 바이오플러스와
글로벌 제약전시 브랜드 인터펙스와의 콜라보!

■

■

■

■

R&D부터 제조/공정, 물류, 패키징까지

■

바이오-제약 Value Chain 을

모두 아우르는 유일한 플랫폼으로써,

Overview

참가사 및 등록자가 모두 만족하는
종합 제약- 바이오 컨벤션입니다.

행 사 명

BIOPLUS-INTERPHEX KOREA 2021

장

서울 코엑스(온-오프라인 동시개최)

일

시
소

주최/주관
후

원

디지털치료제

■

■

관람객 부서별
구분

실험 장비 및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 실험실 기술, 테스트,
측정 및 분석 서비스

패키징

기술분야

산업통상자원부



- 패키징 기계 및 기술

제약, 바이오 R&D 및 기술

- 의약품 및 원료, 바이오 기술, 바이오 분석,
진단, 건강기능식품/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디지털/스마트 헬스케어,
IT 솔루션, 정부 및 클러스터,
공공기관, 대학

■

바이오물류

■

서비스

자본 투자, 자본 유치, 생산 제휴, 조인트 벤처, 기타

■

■

■

의약품: 케미컬, 바이오, 천연물, 백신, 재생의료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 원천기술, 생산기술, 분석기술, 자동화, 사물인터넷
건강기능성제품: 식품, 화장품

상장을 앞두고 계시나요? 상장 후 기업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면?

엄선된 초청 기자단과 함께 참가기업을 위한 특별한 기업발표의 장이 마련됩니다.

* 부스 상세 가격 안내는 4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가 (부가세 포함)

일반

3일권 일반

100,000원

1일권 일반

50,000원

단체 등록

컨퍼런스
등록비

~ 2021. 5. 31 까지 : 30%할인

~ 2021. 6. 30 까지 : 20%할인
~ 2021. 7. 31 까지 : 10%할인

5장 이상 구매 시, 50% 할인 제공 (3일권 일반 기준)
지도교수 1인, 학생 3인까지

100,000원

VIP

300,000원

VVIP

1,000,000원

Full Ticket

100,000원

유료 기조강연 참관 및 개막식 참여 (모든 세션)

Ticket

추가
옵션

비고

ACADEMIA
Special

- 임상/비임상 서비스,
규정 준수 및 컨설팅 서비스,
특허/법률/재무 서비스

연구개발, 제조/생산, 영업/마케팅, 경영, 허가/등록, 전략 기획, 품질/안전관리, 구매

오픈이노베이션 등

공동연구, 마케팅 제휴, 기술이전, 기술도입,

구분

-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설비, 재료 가공 설비,
플랜트 엔지니어링, 클린룸 및 멸균,
위탁생산 및 서비스
- 물류 및 창고 시스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및 설비

물류

■

산업바이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첫걸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만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

한국바이오협회, 리드엑시비션스 코리아

■

■

바이오의약품 생산관리

투자, R&D, 개발, 제조 등 바이오 제약 분야의 신규 파트너를 이곳에서 만나보세요.

파트너링 유형

글로벌 탑 전시 기획사 리드엑시비션스의 공동 주최로 달라진 모습,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

■

라이센싱 전략

제약-바이오 산업 각 분야 리더 총집합! 국내 바이오 산업의 대표주자 한국바이오협회와

전시품목

■

파트너링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31일(화) - 9월 2일(목)






감염병 및 백신

Single Ticket

50,000원

팀장급 1인 (라운지,연회 입장가능)
일반 5인까지 (3일권 일반 기준)
사장단 1인 (라운지,연회 입장가능)
일반 10인까지 (3일권 일반 기준)

유료 기조강연 참관 (1세션 한정)

파트너링 등록비

1:1 파트너링 참가

800,000원

파트너링 사전 매칭 및 현장 미팅 진행 및
컨퍼런스 3일권 제공, 전시 참관 가능

기업발표

상장 전후 기업

3,000,000원

기자단 초청 기업 발표, 파트너링 참가 기회
및 컨퍼런스 3일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