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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코엑스 「2023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 참가사 모집 안내

      1. 귀사의 무한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대혼란을 경험
하고 그 유행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이런 미지의 바이러스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어 바이러스와 미생물, 박테리아 더 나아가 친환경, 웰빙등 바이오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코이코에서는 2022 바이러스·바이러스 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Vibac X BioSystem 202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는 훨씬 
더 방대한 규모로 300여 개의 부스를 확보, 해외 30여 개 참가사를 포함해 180여 개의 기업이 참
여할 예정이고 전문 컨퍼런스, 비즈매칭(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 바이백라이브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더불어 전시 규모가 확대된 만큼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면역·건강 기능 식품, 마이크로바
이옴, 바이오화학·코스메틱 또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포함한 바이오시스템 응용범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시를 기획·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 주역이 될 귀사께 전시 참여를 부탁드리며 참가사는 유첨된 참가 신청서 및 참
가비를 납부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다          음     ------------------------- 

1) 전시회명: 2023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 
           2) 전시일시: 2023. 04. 06 ~ 2023. 04.08 (3일간)         
           3) 전시장소: 코엑스 홀 D

4) 신청방법: 유첨된 신청서 작성후 팩스·이메일 송부
5) 모집기한: 선착순 마감 



6) 문 의 처: 코이코 ☎02)577-4927 F.02)577-5928 *info@thekoeco.com 
            담당. 박미연 (Dir. 070-8786-6810 / ccapmy@thekoeco.com) 

            
            유첨 1. 2023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 / 
                    Vibac X BioSystem 2023 전시회 개요 및 카탈로그 1부
                 2. 참가신청서 및 계약서(회신용) 2매 -끝-
                                   
                          

KOREA EXHIBI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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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1.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 개요

전시회명 
(국문)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
(영문) Vibac X BioSystem 2023

전시기간 2023. 04. 06 ~ 04. 08 (3일간)

전시장소 코엑스 홀 D (7.281m2)

주최사 ㈜ 코이코 , ㈜ 메이커스 유니언

전시카테고리
제약·바이오, 면역·건강식품,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화학·코스메틱, 
친환경·농축산물, 진단·방역, R&D 및 실험

전시규모 300부스 (3mx3m), 180개사 (국내사 150개사, 해외 30개사) 

전년도 전시 성과

- 65개사 78개 부스, 참관객 2,069명(공식 등록 기준)
- 바이어 9개국 참가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우즈베
  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13개사 (오프라인 10개사, 온라인 3개사)
- 2022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의 참가기업 만족도 설문 
- 참가 성과 긍정 평가 79.5%/재참가 의향 및 긍정 답변 95.5% 평가  

- 수출상담회-직접 상담 건수 48건, 계약 예상 금액 $11,903,000

참가 기대효과

- 2023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박람회 전시 규모 (참가기업 수 180

  개사, 해외 참여 기업 수 30개사) 확대

- 전시장 규모가 3배 넓은 코엑스 홀 D에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로 

  활발한 교류의 장 마련

- 주요 15개국 40여 개 이상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추진

- 기술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  

- 한국 바이오산업의 홍보 및 마케팅 효과 및 수출 판로 개척의 

  시너지 효과 기대

참가비

독립부스 (9sqm,3mx3m) : ￦2,500,000

- 최소 18sqm 이상, 전시 면적만 제공
프리미엄부스 (9sqm,3mx3m) ;￦4,000,000

- 최소 18sqm 이상, 전시면적, 부스장치물 제공
조립부스 (9sqm,3mx3m) : ￦3,000,000

- 최소 9sqm 이상,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 간판, 기본

전력 등 제공
Start-up (6sqm,3mx2m) - ￦2,500,000

- 최소 6sqm 이상,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 간판, 기본

전력 등 제공

※ 모든 부스 VAT는 별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1)유첨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코이코 송부 (2)참가비 납부

- 신청일시 : ※선착순 모집 마감

- 조기 신청 참가비 할인 혜택 : 부스 타입별 정가의 20% 할인혜택! 

                             2022년 12월 15일 마감!



『제2회 국제 ViBac X Biosystem 2023』참가신청서 및 계약서

  1. 업체 정보                                         ※계약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시품정보

  3. 부스신청 (*1부스 당 9㎡ 기준, 제공 내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참가비 납부 계좌정보

업체명
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Tel      

     Fax      

담당자
성명      직통번호      휴대폰      

직위      부서      E-mail      

전자세금계산서수신처  이메일      홈페이지      

전시

품목

□제약·바이오 □백신,치료제,항생제, 의약품 원료 □진단용 바이오센서, 예방의학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리액터, 

레지스톰
□기타

□면역·건강기능식품 □생체면역식품, 발효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건강보조식품
□항노화, 항암, 항산화제, 효모, 

효소
□기타

□마이크로바이옴 □휴먼 ·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토양 · 해양미생물 □기타

□바이오화학 · 코스메틱 □바이오플라스틱
□동식물 조직배양기술, 화장품 

원료 및 제품
□미생물 추출/배양 원료 및 제품 □기타

□친환경 · 농축수산 □친환경 미생물 □농축수산용 미생물 배양기술 □미생물 활용 생활용품 □기타

□진단 · 방역
□진단장비: 항체, 유전체, 분자, 

면역, 혈액

□방역장비: 항균, 살균, 소독, 

에어샤워, 위생용품
□항균/항바이러스 건축 자재 □기타

□R&D / 실험 □연구실험용 장비 □연구실험용 원료
□임상용 재료, 기구, 패키지 및 

운송 서비스
□기타

□기타 (                                                                                                           )

품목

소개

예금주  은행 계좌정보

주식회사 메이커스유니언 (VIBAC참가) 국민은행 424001-01-387060

①참가비(계약금) 납입기한 : 계약서 제출일로부터 1주일 이내 (총합계의 50%)  ②참가비(잔금) 납입기한 :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전액납입

*입금 시, 입금자 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회사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제2회 국제 ViBac X Biosystem 2023』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을 수락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상기와 같이 참가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계약일자 :    년    월     일 계약담당자 :           (인) 대표자 :             (인)

본 신청서는 계약서를 대신하며, 날인한 자는 참가업체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었음을 보장합니다.

구분 단가 규모 금액 (VAT별도) 제공내역

독립부스 2,500,000원(VAT별도)/부스         부스      원 전시 면적만 제공 (*최소 18㎡ 이상)

조립부스 3,000,000원(VAT별도)/부스       부스      원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 간판, 기본전력 등 

프리미엄부스 4,000,000원(VAT별도)/부스       부스      원 전시면적, 부스장치물 (*최소 18㎡ 이상)

Start-up 부스 2,500,000원(VAT별도)/부스       부스      원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 간판, 기본전력 등 (1부스 6㎡ 기준)



전시회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제2회 국제 ViBac X Biosystem 2023”을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메이커스유니언”과 “(주)코이코”를 말한다.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제출한 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 계약의 의미를 가지며, 계약서로 준용된다. 

3.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총 참가비의 50%(부가세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조건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기타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최/주관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전시면적 (부스) 배정 

1. 주최사의 전시자 부스 배치는 참가부스 신청규모가 우선하며 동일 규모 시 선 

계약금 납입순서에 의거한다. 

2. 주최사는 참가사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정한 면적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가취소에 따른 참가비 환불은 요구 할 수 없다. 

3. 전시자는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무상으로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전시자간 상호교환을 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주최/주관자는 해당 

부스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신청서 및 계약서에 제출한 부스 규모로 전시회를 참가하여야 하며 부스 

규모를 변경 희망할 시, 주최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조 전시장비설치 및 철거 

1. 전시자는 지정된 장치 기간 내에 부스장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조립식 부스는 

전시자 부담으로 주최/주관자가 일괄 시공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폐막 후 전시장 철거 기간 내에 전시품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전시자의 부주의로 주최/주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전시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장치공사는 COEX에 등록된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참가비 납입

1. 참가비는 부스 임차비와 관리비용(전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전시자는 기본제공내역 외의 부대시설에 대한 비용은 부대시설 신청서에 따라서 신청 

후 납부하여야한다. 

2. 전시자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모든 참가비를 전시회 규정에서 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총 참가비의 50%): 신청서 제출 및 사무국 승인 후 일주일 이내 납부한다.

나. 잔금(관리비용 포함 참가비 50%): 2022년 12월 15일(목) 까지 납부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를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참가비 납부를 지체한 날로부터 납부일까지 법정연체료를 적용한 가산금을 

추가로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4. 전시자가 참가비를 미납했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비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해당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주최/주관자는 전시회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부스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책임을 진다. 

제7조 전시품 제한 

전시자는 참가신청 및 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방화규칙

1. 전시품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의 실연 및 현장 직매행위 

1. 전시장 내에서 전시품을 직매할 수 없으며 직매를 원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시자는 해당 부스내에서 전시품의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해당 

부스 외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호객을 위한 실연 및 이벤트를 진행 할 수 없다.

3.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을 위하여 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타 전시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음향의 세기는 90db이하로 하여야 하며 스피커의 방향을 해당 전시자의 

부스내로 향하도록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전원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4. 이벤트 및 전시품의 실연은 타 전시자 및 참관객에게 미치는 영향과 안전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주최자는 이를 위하여 전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명하고 제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참가계약해지 

1.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주관자는 일방적으로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입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 제품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소송, 소비자 고발 등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전시자가 해당 사실을 숨기고 참여했을 경우 즉시 참가 취소 처리되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참가신청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 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제12조 전시회 취소 및 변경 

주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태풍, 홍수, 악천후, 지진, 전염병,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 정부정책 등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기타 주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 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 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규정 

주최/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코엑스(COEX)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999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담당자       (서명)
대표이사       (인)

  ※ 본 계약서를 날인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날짜 위약금
~개최 60일 전

부스비 또는 
축소문의

30%
개최 59일 ~ 31일 전 50%

개최 30일 전 ~ 개최일까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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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명칭 : ViBac X BIO SYSTEM 2023(가칭) 

(International Virus & Bacteria Industry Expo by Bio system)

 기간 : 2023.04.06 (목)~08(토)  (3일간)

 대관 기간: 2023.04.04 (화)~08일(토)  (5일간)

 장소 :  코엑스(COEX) Hall D

 전시 면적: 7,281㎡

 부스 개수: 300개

 참가기업: 180개사(국내 150개사, 해외 30개사)

 부대행사: 컨퍼런스/교육, 바이백라이브, 오픈스테이지, 비즈매칭(온/오프), IR피칭데이

 관람 대상: • 정부 관계자(보건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청 등)
• 유통회사 및 E-Commerce
• 식품, 화장품 등 제조및 유통사
• 병원 등 치료기관

• 미생물 연구기관 등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 농수산 관리 및 생산 업체
• 진단 방역 필요 업체
• 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업
• 기타 건강 관심 있는 일반인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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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에 맞서서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박테리아와 더불어 인류 삶에 기여

- 지속 가능한 바이오 시스템 활용

- 바이오 시스템 (미생물 시스템･동물 시스템･식물 시스템) 응용관련제품과 산업 활성도 제고

○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의 국가 경제력 강화, 기여

- 글로벌 순회 전시로 성장,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2. 비전

ViBac X BioSystem 2023

○ 바이오 시스템을 통한 바이러스･ 박테리아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 및 비즈니스 활성화

- 바이러스･박테리아 연관 연구 발전 촉진 : 마이크로바이옴, 뷰티, 의료, 의약, 진단, 식품, 등

- 바이러스･박테리아 관련 신규 주력산업 발굴 및 투자 확대(벤처, 스타트업 육성) 

-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의 국내 및 글로벌 신규 시장 창출

○ 바이오 시스템 관련 제품과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 및 비즈니스 활성화

○ 선진국 동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역량 확보 부응

3. 목적

4



Bio
System

기초생명과학, 응용생명공학 및 의생명분야의 핵심 역량을 통합하여 인간의 건강과 질병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바이오 제품 개발 및 바이오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차세대 융합기술시스템

ViBac X BioSystem 2023

▶ BIO SYSTEM 

▶ 바이오시스템영역

미생물시스템

Microbiology System

동물시스템

Animal System

식물시스템

Plant System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자

세포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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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응용

동·식물 응용

진단 응용

산업 지원

바이오시스템응용범위

• 친환경 미생물
• 농축수산용 미생물 배양기술
• 미생물 활용 생활용품

• 바이오플라스틱
• 동식물 조직배양기술, 화장품 원료 및 제품
• 미생물 추출/배양 원료 및 제품

• 진단장비:항체, 유전체, 분자, 면역, 혈액
• 방역장비:항균, 살균, 소독, 에어샤워, 위생용품
• 항균/항바이러스 건축 자재

• 백신, 치료제, 항생제, 의약품 원료
• 진단용 바이오센서, 예방의학
• 유전자 재조합, 바이오리액터, 레지스톰

• 연구실험용 장비
• 연구실험용 원료
• 임상용 재료, 기구, 패키지 및 운송 서비스

• 생체면역식품, 발효식품
• 프로바이오틱스, 건강보조식품
• 항노화, 항암, 항산화제, 효모, 효소

• 휴먼·식물 마이크로바이옴
• 헬스케어
• 토양·해양 미생물

R&D/실험

제약 〮 바이오

바이오화학·코스메틱

진단 〮 방역

친환경·농축수산

면역·건강기능식품

마이크로바이옴4. 전시카테고리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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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퍼런스 / 교육

• 3일간 총 16개 전문 세션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 미생물 응용, 동식물 응용, 진단 응용, 산업지원 관련 주제 선정

• 학회, 연구기관, 기업 전문가 및 바이오 정책 관계자 참여

 비즈매칭(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 주요 15개국 40개사 이상 바이어 초청 및 상담 추진

 VIBAC X BIOSYSTEM LIVE

• 참여기업 대상 언론보도 지원

• 인터뷰 형식의 제품 및 서비스 소개 홍보영상 촬영 및 제공

 OPEN STAGE

• 참가사, 참관객, 전문가 모두를 위한 최신 트랜드 공유의 장 제공

• 참가 기업 및 기관의 현장 이벤트 지원(장소, 음향/영상/조명 시스템)

 IR 피칭데이

• 기술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투자 설명회 개최

5. 부대 행사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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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상참관객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국책 · 민간연구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관계자)

제조 및 유통 · 마케팅 기업, 단체

소재, 부품, 장비, 운송 등 기술 연계기업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의료, 바이오전공 연구원, 학생

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업 관계자,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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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기업 발굴 및 지원
○ 연구개발, 기업투자, 시장분석 등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교류

(2) 기업의 사업기회 창출

참가업체군

• 마이크로바이옴/화장품

• 유산균, 효모, 바이오틱스 식품/파우더/영양제

• 무균/항균/살균 기기, 용품

• 항생제, 슈퍼 항생제

• 백신 및 신약

• 생명공학 제품

• 산업/농수산용 박테리아

• 유기물 분해 비료

• 산업용 소재(원료)

• 신규 계약, 시장 개척

• 신제품 및 회사 프로모션

• 유통 및 대리점 계약

• 관련 업체 네트워크 발굴

• 현장 판매

• 최신 동향 및 정보 수집

• 컨퍼런스 참여

•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 기업의 IR

• 국내외 제조사

• 소재(원료)공급자

• 업계 마케팅 담당자

• 도소매 유통

• 온라인 마켓 MD, VMD

• 해외 바이어

• 무역 오퍼상

• 투자회사, 벤처투자캐피탈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 내용 방문자

7. 참가 Benefit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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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유치

(1) 해외 바이어, 참가업체 유치

8. 참가업체 및 참관객 분석(예상) 

국가 회사명 영문 대표

중국 베이징 월드 인터내셔날 Beijing Worlead Int. Exhibition Co., Ltd lisa

말레이시아 델터스 Deltus CP Saw

대만 올 글로브 국제 전시사 All-Globe Int’l Exhibition Corp. Simon

터키 IPEKYOLU IPEKYOLU International Exhibitions Ltd. Mahmut Er

미국 퀘스텍스 Questex Kathy Gruttadauria

- PPE GEAR(베트남) *2022년도 참가업체

- Acuva Technologies Inc.(살균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참가 협의

- BioMedica Diagnostics(진단기기) *참가 협의

- 한국&일본 Nano Strike Technology(산업용 공기청정기) *참가 협의

- 호주 바이오 협회, 대만 바이오산업협회, 싱가포르 산업 미생물･생명 공학회 등

-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 등 기관

○ 해외기업 및 기관 유치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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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유치○ 재참가 바이어

(1) 해외 바이어, 참가업체 유치

8. 참가업체 및 참관객 분석(예상) 

No. Origin Country COMPANY NAME 참가/등록 품목

1 VIETNAM LIS GLOBAL MANUFACTURING & SERVICES TRADING COMPANY LIMITED DISTRIBUTOR / WHOLESALER (Gown, Coverall)

2 VIETNAM
INVI BRIDGE CO.,LTD/
FLYING BATS CO.,LTD DISTRIBUTOR / WHOLESALER (Gown, Coverall)

3 VIETNAM
DUOC DAI NAM JOINT STOCK COMPANY/

ABT BIOLOGICAL SOLUTUONS COMPANY LIMITED
인허가/규제전문가

4 VIETNAM INVI BRIDGE CO.,LTD PPE, GOWN, COVERALL: OEM제조

5 PAKISTAN INVI BRIDGE CO.,LTD PPE, GOWN, COVERALL: OEM제조

6 Italy APTSol S.r.l. 바이오장비 제조 및 유통, 식품,의약 기기

7 INDIA TANVI INTERNATIONAL LLC 한국 바이오제품 아웃소싱, 인도 및 UAE 지사 운영

8 RUSSIA DENKA 한국 바이오 제품 아웃소싱

9 RUSSIA MEDKLINIKA LIMITED 한국 바이오 제품 아웃소싱

10 Uzbekistan CloudHospital Inc. 병원용품 관련 관심

11 Malaysia
MySkill Edu
(Malaysia)

한국 바이오제품 유통 관심

12 USA AMAREXCRO 제약CRO 전문, 바이오의약 협력희망

13 GERMANY AirMed Plus 의료기기제조, 의료기기 공급제휴

14 FRANCE Buy2sell 화장품, 바이오식품, 바이오미용기기 등 아웃소싱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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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기업 홍보를 통한 유치

(4) 예상 참관객

○ 관련업계 TM, DM을 통한 유치 및 홍보(3,000여개 이상 DB보유)

○ 방역 협회 회원사 DB보유

○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 및 병원협회 회원사 대상 홍보

○ 관련 기관 대상 홍보(지역별 TP,체외진단협의회, 체외진단협회,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 참관객 총 9,000명 예상(전시 참가업체 제외, 1일 3,000명)

○ 비즈니스 참관객 : 일반 참관객 비율(6 : 4 예상)

8. 참가업체 및 참관객 분석(예상) 

국 내 해 외

- 공공기관
- 병원 등 의료기관
- 벤처 캐피탈
- 유통사, 제조사, 온라인
- 일반인

- 해외 주최기관 제휴
- 해외 전문지 활용
- 해외전시회 국가관 방문객 활용
- 유럽, 미주, 중국, 대만, 일본 등 Marketing Agent 활용
- 학회 등 활용

(3) 참관객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서비스 운영과 프로그램을 통한 유치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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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내역 : 전시 면적만 제공 · 제공내역 :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간판, 기본전력 등

▶ 독립부스(최소 18㎡ 이상 신청가능)

2,500,000원(VAT별도)

▶ 조립부스

3,000,000원(VAT별도)

· 제공내역 : 전시면적, 상담테이블, 안내데스크, 상호간판, 기본전력 등

▶ Start-up 부스

2,500,000원(VAT별도)

▶ 프리미엄부스(최소 18㎡ 이상 신청가능)

4,000,000원(VAT별도)

9. 부스 타입

· 제공내역 : 전시면적, 부스장치물

※제공내역과 부스 이미지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Bac X BioSystem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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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지난행사결과

 명칭 : 국제 바이러스･박테리아 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Virus & Bacteria Industry Expo)

 기간 : 2022.07.18(월)~19(화)  (2일간)

 장소 :  코엑스(COEX) Hall C1

 참가사: 65개사 78개 부스 ▶ 참관객: 2,069명(공식 등록 기준)

 주최 : 

 주관 : 

 후원 :

 협찬 :

ViBac 2022 REVIEW

▶ 바이어: 9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제백신연구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병원협회, 한국제
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 융합연구센터(PMC), 싸토리우스 코리아 바이오텍

메이커스유니언

코이코, 더와이즈

13개사(오프라인 참가 10개사, 온라인 참가 3개사)

▶ 수출상담회 : 직접상담건수 48건(오프라인 25건, 온라인 23건) 계약예상금액 11,903,000$

▶ 참가기업 만족도: 참과성과에 대한 긍정 평가 79.5%  재 참가 의향: 긍정 답변 95.5%  (※46개 응답기업 답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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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수 비고

참가사 참가 부스 78개 (3*3기준)

참가기업 65개사

참관객 전시 참관객 1,751명

컨퍼런스참관객 318명

바이어 바이어참가국가 9개국가 베트남,이탈리아,인도,러시아,우주베키스탄,말레이시아,미국,독일,프랑스

바이어수 13명 오프라인 10명
온라인 3명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진행수 48건 오프라인25건
온라인23건

계약예상건수 19건 오프라인6건
온라인13건

계약예상금액 11,903,000$

계약추진액 279,000$

홍보 언론홍보 53건

구글 GDN 3,410,780건 주제, 키워드,게재위치 노출수

ViBac 2022 REVIEW
10.지난행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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