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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Profile
CPhI Korea 2018 전시회에는 전세계 64개국 4,900여명
의 제약산업 종사자들이 방문하고, 190개사의 제약 업체
가 참가했습니다.
제약(원료, 완제), 바이오, 건강기능식품, 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은 물론 제약 설비, 분석기기, 물류 유통 등 제약
산업을 아우르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약 규제ㆍ신기술에 대한 컨퍼런스 및 참가업체 세미나,
국내외 초청 바이어 프로그램, 비즈니스 매치매이킹 등의
부대행사를 통해 지적 수요를 충족시켰으며, 활발한 비즈
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 방문객 통계 및 수치
64개국
4,900여명 방문

방문객 주요 상위 10개국

18개국
190개사 참가

건강기능성 원료

분석 및 실험 서비스, 바이오 서비스,
임상데이터 관리 및 조사,
임상 실험, 수탁생산 및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유통물류 등

6 베트남

2 중국

7 미국

일본 8%

해외
방문객
통계

유럽 8%

3 인도

8 러시아

4 일본

10 대만

5 필리핀

10 몽골 (공동10위)

중국 45%

동남아시아 12%
남아시아 13%

“CPhI Korea는 한국 시장에 철저히 포커스가
맞춰진 전시회입니다.
한국의 제약 업체 및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CPhI Korea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r. Oleg Siarkevych, Farmak JSC (Ukraine)

방문객 프로필 Top 5

방문객 직책

건강/천연 식품 원료,
기능성/바이오 원료,
건강 기능성 식품 첨가물,
식품기술/장비, 수탁서비스 등

자동화 & 로봇 시스템, 장비, 여과, 분리,
정제, 라벨링, 실험 및 분석장비,
측정 및 실험 기술, 의약 패키징,
공장설비 및 시설, 생산 공정 자동화,
RFID 추적 등

임상·실험실·수탁서비스

1 한국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제약산업
전문 전시회

5 Events Under One Roof

제약·바이오 장비 및 기기

기타 9%
아메리카 5%

제약원료 및 완제의약품
제조업체ㆍ공급업체ㆍ바이어가
교류하는 장입니다.

유통
바이오 의약
의학연구, 항체공학,
세포공학, 생명공학 등

제약 회사(제네릭 의약품)
API 생산

15%

40%

18%

13%

CEO/
최고운영책임자/
대표/ 회장

팀장 및 차장

29%

10%

3%

대리 및 사원

과장

기타
(컨설턴트 등)

7.5%

바이오 의약품

6%

기능식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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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소속 부서
23%

영업

14%

R&D
구매

11%

PR/마케팅

11%
8%

경영관리

화학 개발

3%

생산

3%

실험실

2%

임상개발

2%

“현장에서 진행한 미팅에 대해
굉장히 만족합니다. 한국 제약시장의
새로운 동향, 산업의 방향 및 신기술에
알 수 있어서 매우 신선했습니다.”

Julius H.Q. Chen,
Chairman, Julius Chen & Company
(H.K) Ltd.

Dr. Nader Khedr,
President, Novosci Healthcare (UAE)

4%

규제/ QA/ QC

“새로운 포뮬레이션을 다루는 한국의
혁신적인 제약기업을 만나고자
바이어로서 방문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전시회 이후로도 논의를
이어가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방문 목적
시장 정보 습득

19%

기타*

신제품 및 신기술 동향 파악

* 바이오메트릭스, 엔지니어링, 투자, 라이선스 아웃 등

신규 거래업체 접촉
기존 거래업체 관계 유지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석
동종업계 관련자들과의 네트워크
구매
기타

방문객 관심분야
6.3%
아웃소싱 및 수탁서비스

10.2%
자연 추출물

4.8%

방문객 구매 결정 능력

제약 패키징 및 의료기기

12%

완제의약품

4.6%
첨가제/배합

13.2%

4.6%

82%

전체 방문객의
82%가 구매에 관여

바이오 의약품

정밀화학 및 중간체

4.5%

34.7%

제약 설비,
기술 및 분석 장비

API

5.2%
기타

를
지금 부스 !
요
신청하세

36%

구매결정에
의견 제시

21%

구매 결정

21%

공급업체 지정

5%
직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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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hI Korea 2018 참가업체 통계

지금 부스
를
신청하세
요!

방문객 주요 관심 사업 분야 (Hi Korea)

참가업체 국가 Top 10
4 일본
2 중국
1 한국

5 홍콩
3 인도

9 인도

7 태국

Irradiation, Sterilisation,
Pasteurisation
Technology

Analysis

8 독일
6 미국

Bone and Joint Health

10 프랑스

HACCP and BRC Training
Reformulation
Contract Processing

Clinical/Medical Nutrition

Product Development
Packaging Technology

Natural/Functional
Food
Ingredients
Formulation
Safety Food Storage & Protection
Management
Laboratory
Equipment and Business and
Sensors Market Information
Children’s
Health/Infant
Nutrition

Digestive Health

Packaging &
Processing
Innovation

Databanks
and Software

Contract Research

Anti-allergens
Cognitive and Mental Function

Sustainability

Beauty & Wellness

Cardiovascular Health

Antioxidants

Cleaning/Sanitizing

Auditing/Certification

Chemical/ Consulting Services
Pesticide
Health Claims Residue Testing Probiotics/Prebiotics
Weight Loss
Management
Colour Retention Agents

Microbiology Testing
and Identification

Salt/Fat/
Sugar
Reduction

Facility
Sanitation
and Controls

Energy and Endurance/
Sports Nutrition

방문객 관심원료 Top 10 (Hi Korea)
“CPhI Korea는 한국의 유일한 국제 의약품 전시회로서, 만나기 힘든 ‘중동과 아프리카, 중남
미’ 지역 등의 업체들과 상당히 진전 있는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CPhI Korea를 통
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해 내년에도 재참가할 예정입니다.”

류선아 과장, 한국콜마
“굉장히 만족스러웠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사 제
품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쪽으로 많은 건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
어 매우 좋았습니다.”

3 기능성 식품

8 단백질

김백청 대리, 케어젠
“의사결정권자를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전시회의 규모가 커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자를 만나기 어려웠는데, CPhI Korea를 통해 국내 의사 결정권자를 많이 만날 수 있어 만
족스러우며, 참가업체 세미나를 통해 잠재 고객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Saki Yamashita, Assistant Leader of Morinaga Milk

7 비타민
4 제과류 5 효소

1 코슈메슈티컬
2 건강기능식품

10 유제품

6 식물
추출물
9 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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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스
를
신청하세
요!

부대행사
1:1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바이어 초청 프로그램 및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업체 및 방문객 간 약

2,300건 이상의 사전 미팅이 신청되었으며, 538건 이상의

매칭된 미팅이 전시 기간동안

마련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룸 및 참가업체 부스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공모 바이어 프로그램
주최사 UBM의 글로벌 CPhI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모 바이어’ 프로그램이 올해 새롭게 도입 되
었으며,

17개국* 40여명의 해외 바이어

가 초청되어 품목별 수요에 따라 참가업체와 약

200여 건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미국, 영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우크라이나, 체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필리핀, 몽골 등

“CPhI Korea에서 진행한 상담
이 내실이 있었으며, 제약 전
시회인 CPhI와 건강기능성 원
료 전시회인 Hi가 동시 개최
돼 효율적이었습니다. 현장
상담 후 직접 공장에도 찾아
갈 예정입니다.”

M
 r. Suchart Cookruvong,
GM, Polipharm co., ltd
(Thailand)

참가업체 쇼케이스
방문객 및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동 프로그램은 ‘제약·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 산업과 관련된 주제로
참가업체 및 유관 단체에서 직접 진행하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업체 쇼케이스 주요 주제
•산업분야별 나고야의정서 대응 방안
•Thai BioPharma: Your New Business Opportunities
•모리나가사 인간유래 비피더스균 HRB의 장점
•품질관리/ R&D 분야의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UHPLC 제안
•cGMP 공장의 실압안정 및 Energy Save 최적 솔루션 PCD 소개
•Bacterial anti-adhesion : an indispensible tool for health care providers
•GRANFILLER-D, a Co-Processed Excipient for High-Performance Orally Disintegrating Tablets
•Biosimilar Comparability & Extrapolation Strategies: EU vs. Emerging Markets
•일본 바이오의약품 시장 현황 및 일본 면역항암치료제 개발 동향
•Data Integrity assurance as a key factor for surviving corporate audits and regulatory
•의약품 안전을 위한 온도유지 보안 운송
•합성 연구를 위한 솔루션 Reaxys를 활용하여 꼭 필요한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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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프로그램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CPhI/ ICSE/ P-MEC/ BioPh/ FDF/ Hi Korea 2018은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 산업의 트렌드

2019년 8월 21일 - 23일

를 파악,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및 국내 제약산업 동향 등 국내외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 산업 종
사자들의 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제로 구성된 컨퍼런스를 전시 기간 3일간 제공했습니다.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 주요 주제
•일본 의약품 허가 신청시 PMDA의 GMP 실사 사례 및 일본 GMP 향후 전망
•EU국가 내 식품 인증: 규제 특징, 인증 종류 및 허가 절차
•WHO PQ인증 프로그램 소개 : 완제의약품 및 API 제조업체의 기회
•미국 내 복합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유럽 의약품 시장 최신 동향
•API 제품의 ICH Q3D 가이드라인 적용의 실제 사례
•중국 바이오로직스 제품 개발 - CMC와 품질 과제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인증 관련 규정 및 해당 규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ICH E6 GCP(R2) 개정 내용과 임상시험 Safety 평가 및 보고시 고려사항
•최근 의약품 GMP 정책 동향

후원

www.cphikorea.co.kr
부스 참가 문의

UBM Korea Corporation
cphi-kr@ubm.com

02-6715-5400

www.cphi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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