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국 문 : 코리아라이프사이언스위크
 영 문 : KOREA LIFE SCIENCE WEEK 2020

□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20년 11월 09일(월) ~ 10일(화) (2일간) / 10:30 - 17:30
 장 소 : 코엑스 3층 C홀

□ 운영조직
 주 최 : 경연전람, 사이언스21
 후 원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 전시규모
 참가업체 : 86개사 (국내 67개사 / 해외 19개사), 94부스
 관람객수 : 1,945명

□ 전시품목
Laboratory and R&D Zone

Pharmaceuticals & Bio Zone

‣ Laboratory Technology

‣ Drug and Drug Discovery, Cosmetics

‣ Measuring and Testing / Analysis

‣ Drug Discovery Support and Contract

‣ Bio, Life and Food Sciences

Services

‣ Laboratory Safety (Occupational Safety)

‣ Medical Treatment, Medical Devices and

‣ RnD Convergence Technology and

Equipments

Equipment

‣ Biotechnology / Bioanalysis / diagnostics

‣ Water, Air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 Digital & New Technology

& Research Equipment

‣ Intellectual Property, Legal and Financial
services

‣ Bio-cluster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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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회 개최실적
□ 참가업체 및 관람객
 참가업체 : 86개사 (국내 67개사 / 해외 19개사), 94부스
 관람객 수 : 1,945명

□ 일자별 등록
관람일자

관람객 수

비율(%)

11월 09일(월)

932

47.9

11월 10일(화)

1,013

52.1

TOTAL

1,945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실험실 기술
조사내역

비율(%)

실험장비 및 기계

25.6

실험실 기술

11.9

실험실 장비

18.3

실험실 시설

7.7

실험실 자동화 및 공정제어 설비

6.1

실험실 로봇 공정 자동화

3.4

실험실 가구

3.2

화학물질 및 시약

8.9

소모품

8.2

실험실 데이터 시스템 및 문서

3.5

실험실 서비스

3.2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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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측정 및 테스트 / 분석
조사내역

비율(%)

측정·측량 및 계측장비

22.1

영상·화상 및 데이터 처리장비

6.5

생명·화학분야 연구 및 분석장비

22.6

나노재료 측정 및 분석장비

8.2

기기분석

13.5

응용프로그램

4.6

광학 현미경 및 화상처리

4.2

측정 및 테스트기술

6.3

재료시험

4.0

산업 품질관리

2.5

재료의 성질 및 특성

2.8

약리학 및 산업의 품질관리

2.8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바이오·생명 및 식품공학
조사내역

비율(%)

DNA, RNA 및 단백질 분석장비

20.4

이미지 분석 및 전기영동장치

9.2

세포배양 및 분석장비

22.7

SEM, TEM 및 전자·원자 현미경

5.5

진단검사

12.5

동위원소, 병리학 장비

2.8

Peptide, Mutation 및 Pathology
분석장비

5.7

생명공학·생물공정시스템

12.8

발효공정 및 식품공학 관련 장비

8.3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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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실험실 안전
조사내역

비율(%)

실험실 위험물질 저장 및 보관장비

23.6

실험용 고압가스 관리

7.3

실험실 개인보호구

19.6

자외선 및 레이저 관련 안전장비

11.3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12.7

실험실 내 세안 및 샤워장비

9.1

실험실 폐기물 처리

16.4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RnD 융합기술 및 설비
조사내역

비율(%)

광학·전자 영상장비

26.8

분리정제장비

15.6

분리분석장비

15.2

분광분석장비

11.6

질량분석장비

10.7

입자분석장비

7.6

재료물성장비

12.5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수질·대기·환경 기술산업 및 연구설비
조사내역

비율(%)

환경분석 및 모니터링 장비

36.7

긴급용 및 휴대용 모니터링 장비

7.0

진공, 압력, 밀폐시설

12.7

실험실고온, 난방, 저온, 냉동, 냉각시설

14.8

폐수처리 및 정화시설

15.7

수질관리

13.1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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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의약품, 신약, 화장품
조사내역

비율(%)

소분자약물

7.9

약물전달시스템

11.5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41.8

의약품원료

16.0

바이오시밀러

8.2

원료 및 완제품을 포함한 화장품

14.6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신약관련서비스
조사내역

비율(%)

약물합성서비스

21.1

분석계약서비스

14.1

화학물 라이브러리 및 스크니링

10.5

실험실 동물사육 및 동물테스트
수행을 위한 계약서비스

11.3

CMOs

19.5

CROs

15.2

SMOs

0.8

기업 연구지원 소프트웨어 및
실험실 정보 시스템

7.4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의료, 의료기기 및 장비
조사내역

비율(%)

유전자 치료

8.6

세포, 배양액, 배양배지, 시약 등을
포함하는 재생의학

42.5

면역요법

5.1

유전자 검사

6.9

바이오 마커

4.4

의료기기

28.4

마이크로통합분석시스템(u-TAS),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등을 위한 마이크로 화학물질

4.2

Total

100.0

KOREA LIFE SCIENCE WEEK 2020

5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생명공학 / 바이오분석 / 진단
조사내역

비율(%)

생물분석

4.7

생물정보학

31.5

바이오 이미징

4.4

생화학 물질

3.9

바이오뱅크 / 인체자원은행

4.7

생명공학장비

8.6

바이오물류

3.4

의학 및 진단

8.8

생명공학 응용 프로그램

2.9

생물공정 공학

2.7

진단장비 및 시약

12.6

생명공학 연구소와 생명과학기술

6.2

의학 연구 진단

2.7

산업 생명공학

2.9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디지털·신기술
조사내역

비율(%)

차세대 진단 및 예방

7.8

차세대염기서열분석

45.4

디지털 치료법

5.2

정밀의료

3.4

예방약, 선제적 의료

2.9

원격진료 플랫폼

2.9

유전자연구 고도화

2.3

첨단영상 진단

1.8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5.5

빅데이터, 디지털플랫폼

7.0

IoT 바이오센서

5.7

오가노이드 기술 / 장기유사체

1.6

로봇공학

3.9

3D 프린팅

4.4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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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지식재산권, 법률, 재무서비스
조사내역

비율(%)

특허 및 지식 재산을 다루는
특허사무소 및 서비스

16.3

법률회사 및 법률서비스

71.5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가

8.9

증권거래소 및 증권회사

3.3

Total

100.0

□ 품목별 세부품목 관심 등록 – 바이오클러스터, 대학 및 기관
조사내역

비율(%)

기업 R&D 및 연구원 지원

33.8

산업현지화 및 유치지원

15.9

해외시장 진출지원

22.5

기술 라이센싱 기관

11.9

산학 협업 프로젝트

15.9

Total

100.0

KOREA LIFE SCIENCE WEEK 2020

7

03. 전시회 운영
□ 전시회 개막식
 일 시 : 2020. 11. 09(월) 10:20-11:00
 장 소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A
 참석인사 : 정부, 국회의원, 후원기관장 등 (9명)
참석기관명

성명

직위

국회의원

김경만

의원

국립생물자원관

배연재

관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김동연

이사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이병건

회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김태호

부회장

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

이재현

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

약업미디어그룹

함성원

대표

경연전람

김영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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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11.09 (월)
■ 제1회 K-BD Group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 / 정책포럼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주 관 : K-BD Group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 InnoPol (혁신정책연구센터)
 일시/장소 : 11.09(월) 10:30-17:00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A
시 간

주 제

연 사

10:50-11:00

인 사 말
Session I. [통계포럼] 정량적 데이터 기반 제약·바이오현황과 미래전략

11:00-11:30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전망

정윤택 대표, 제약산업전략연구원

11:30-12:00

국내외 임상시험 최신 동향 및 전망

강령우 부연구위원,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13:00-13:30

기술라이센싱 및 글로벌 M&A 동향과 전망

김선식 대표, 인트라링크스 한국지사

13:30-14:00

바이오의약품의 정량적 특허출원 동향

송영훈 그룹장, 특허정보진흥센터

Session II. [정책포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백신주권 실현 / 좌장 : 정윤택 대표(제약산업전략연구원)
14:00-14:10

InnoPol(혁신정책연구센터)2기 출범식 / 인사말

14:10-14:40

국내외 백신 개발의 현황과 전망

김홍진 대표, ㈜포스백스

14:40-15:10

산업계에서 바라본 백신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관구 대표, ㈜큐라티스

15:10-15:40

백신 개발 사례로 본 코로나19 백신 현황

김용상 대표, 리퓨어생명과학(주)

15:40-16:10

백신의 WHO PQ인증과 국제입찰

권경희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 참가업체 현장 세미나 (신제품신기술 발표)
 일시/장소 : 11.09(월) 11:00-17:00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B
시 간

주 제

발표사

11:00-12:00

조질소, 조단백 분석을 위한 “Pharma Package”

뷰키코리아

13:00-14:00

250년만에 시작된 칫솔혁명 트로마츠

㈜프록시헬스케어

14:00-15:00

휴대용 라만/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원료 전수 검사 분석 솔루션(ThermoFisher)

알토스

15:00-16:00

Covid-19용 유전자변이기반 생물학적 패스웨이분석도구

㈜엑슬리트바이오

16:00-17:00

컴팩트 질량분석기 다양한 응용

영인크로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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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화)
■ 제1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
 주최 및 주관 :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경연전람
 일시/장소 : 11.10(화) 09:00-17:00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A
시 간

주 제

09:30-09:40

연 사
환영사 및 축사

PART 1 : 한국 재생의료의 기회와 위협
09:40-10:10

[기조강연] 한국재생의료의 기회와 위협
[패널토론]

발제자 및 좌장 : 박소라 소장/교수

발제 :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0:10-10:50

발표자 : 박소라 소장/교수
(재생의료전략연구소/인하의대)

내용 : 인체유래물 기반의 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병원(도는 인체자원은행) 연계 산업화
촉진방안

(재생의료전략연구소/인하의대)
패널 : 윤엽 교수(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김태호 대외협력위원장/대표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큐어세라퓨틱스)
발제자 : 정윤택 대표(제약산업전략연구원)

[패널토론]
10:50-11:30

좌장 : 강경선 수석부회장/의장

발제 : 재생의료기술 사업화 현황과 전망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강스템바이오텍)

내용 : 질병관리에서 완치개념인 초고가

패널 : 배요한 전무(강스템바이오텍)

첨단재생의료기술의 환자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모델 토의

조헌제 상무(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지동현 대표(커넥트클리니컬사이언스)
하철원 교수(서울삼성병원)

[패널토론]
발제 : 재생의료 환자접근성 개선 방안
11:30-12:10

내용 : 임상연구를 통한 재생의료기술의 상용화

발제자 및 좌장 : 김태호 대외협력위원장/대표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큐어세라퓨틱스)

촉진과 병행하여 시도법(Right to try, 미국)과

패널 : 박소라 소장/교수

동정적치료(Compassionate Treatment)와 같은

(재생의료전략연구소/인하의대)

선진국형 제도 도입 및 민간보험 적용 방안
PART 2 : 재생의료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13:00-13:30

[기조강연] 재생의료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발표자 : 최병헌 사무총장/부소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재생의료전략연구소)

13:30-13:55

줄기세포치료제 기술 및 규제 동향발표

정미현 상무(메디포스트)

13:55-14:20

항암 T세포 치료제의 연구 개발 동향

발표자 : 윤선옥 수석연구원(유틸렉스)

14:20-14:45

NK 세포기반 세포치료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자 : 황유경 전무/연구소장(GC녹십자랩셀)

[패널토론]
발제 :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
내용 :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선진국 대비
15:00-15:40

우리나라 R&D 한계와 극복방안;

좌장 : 최병헌 사무총장/부소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재생의료전략연구소)
패널 : 유종만 대표(오가노이드사이언스)

단순배양중심에서 유전자변형세포치료제와

이재영 치료제사업부 개발부문장(툴젠)

바이러스 (벡터)기반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

이주연 소장(엑셀세라퓨틱스)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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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 제

연 사

패널토론]

발제자 및 좌장 : 김태호 대외협력위원장/대표

발제 : Point of Care 적용
15:40-16:20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큐어세라퓨틱스)

내용 : 전통적인 제약산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패널 : 변혜신 이사(Cytiva)

산·병·연계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조헌제 상무(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발제자: 이득주 정책위원장/대표

[패널토론]
16:20-17:00

정윤택 대표(제약산업전략연구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GC녹십자셀)

발제 : 첨단재생의료법의 효과와 전망

좌 장: 이병건 회장/대표

내용 : 첨단법 시행으로 질병 극복 및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SCM생명과학)

사회경제적 효과와 산업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패 널: 윤채옥 대표 (진메디신)

보완해 가야 할 이슈와 방안

정미현 상무 (메디포스트)
황유경 전무/연구소장 (GC녹십자랩셀)

■ K-BD Group 유망 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성균관대학교 LINC + 사업단
 주 관 : K-BD Group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
 협력기관 : (주)엔포유기술지주, 기술과 행복(주),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주), (주)대경기술지주
 일시/장소 : 11.10(화) 10:30-15:00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B
시 간

주 제

10:50-11:00

연 사
인사말

11:00-11:15

태아 심박동 신호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ICT 융복합 알고리즘 개발

11:15-11:30

3차원 세포배양용 고기능 나노섬유

11:30-11:45

전립선 치료기기, 의료용 전기 주파수

11:45-12:00

부비동염 치료기

13:30-13:45

PHR 기반 인공지능 개인맞춤형 영양관리 솔루션

13:45-14:00

신규 치료타겟 기반 경구용 펩타이드 항암제 개발

14:00-14:15

라만분광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14:15-14:30

올리고 핵산염을 이용한 근골격계 주사제

14:30-14:45
14:45-15:00

김미란 대표,
(주)코스모스웨일
곽종영 대표,
(주)나노펜텍
배웅진, 문성희 대표,
(주)비앤씨헬스케어
전한용 대표,
메디케어텍
신민선 대표,
(주)쿡플레이
장관영 대표,
원큐어젠(주)
김성수 대표,
모던밸류(주)
박동휘 대표,

하이브리드 유전자 및 항암물질 전달체 개발

(주)카티프라임
도경오 대표,

리포좀 합성, 엑소좀 활용기술, 항암 펩타이드 개발
복약편의성 개선을 위한 파킨슨병 치료제 라사길린의 장기지속형

(주)바이오솔릭스
황성주 대표,

미립구 주사제 개발

에바바이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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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 (IPIR 2020)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 관 : K-BD Group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
 일시/장소 : 11.10(화) 15:00-17:50 / 코엑스 3층 C홀 전시장 내 Stage B
시 간

주 제

15:00-15:10
15:10-15:40
15:40-16:10

발표사
개회 / 인사말

나노자임 및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치료용 나노복합물질 개발
혁신적인 단백질 칩(IPS-Chip) 기술을 이용한 신약 연구개발 및
동반진단센서 개발

(주)세닉스바이오테크
(주)이노파마스크린

16:20-16:50

다중기작 치매치료제 개발

(주)아리바이오

16:50-17:20

신약 API CDMO 비즈니스 및 자체신약 개발

에스티팜(주)

17:20-17:50

패치와 ODF 전문 연구개발 및 생산 (EU-GMP 설비)

(주)우신라보타치

■ 동시개최행사 사이언스 LAB + KOREA 컨퍼런스
 11.09(월) ~ 10(화) COEX 회의실 308A, 308B

※ 세미나 자세한 내용 및 전시기간 개최된 모든 세미나 및 컨퍼런스 정보는 전시회 홈페이지
(www.lifescienceweek.com) "세미나 & 컨퍼런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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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LIFE SCIENCE WEEK 2020 현장스케치

2020 개막식

2020 전시장 전경

2020 관람객

2020 관람객

2020 참가업체 & 관람객

2020 참가업체 & 관람객

2020 세미나 & 컨퍼런스

2020 세미나 &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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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0년 참가업체리스트
KOREA LIFE SCIENCE WEEK 2020 SPONSOR

범주

분야

업체명
가인ENC
국립생물자원관
나노팬텍

Laboratory & R&D Zone

품목
크리스탈 정전기 필터

크리닝 기술

뉴로비스

뇌 과학 연구 플랫폼

두바이국제의약품및제약기
술전시회
라메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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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ainenc.co.kr

3D 배양기술 기반의 약물 효능 및 독성 스

유기용재, 산알칼리 분말타입 중화제

두리과학

홈페이지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컨설팅

내일기업

뉴로클

Pharmaceutical & Bio Zone

제약/바이오 이미지 해석용 딥러닝 비전 소
프트웨어
세포기반표면 플라즈몬 공명 분석기
의약품 / 제약기술 전시회
핸디레이 라이트, 핸디레이 프로

www.firstsafety.co.kr
neurovis.kr/
neuro-cle.com
www.dooreesc.com
www.duphat.ae
www.lamedi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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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체명
라보텍
랩트론

품목
마이크로피펫,분주기,페트리디시 외
자력가열교반기, 볼텍스믹서, 교반기, 호모게
나이저 등

리센스메디칼

크라이오바이브, 크라이오릴리브 외

맥오토메이션

라만분석기

머크
메디케어텍
모던밸류
모든바이오

전문적인 연구, 생산용 제품 군에 대해 기술
지원과 파트

라만분광 기반 정밀진단 플랫폼
자연유래 화합물기반 신약및 신개념 약물전
달시스템 플랫폼
하이브리드 유전자 및 항암물질 전달체 개발

바이오톡스텍

신약관련서비스(CROs)

벡크만쿨터
뷰키코리아
브레인유
브링스글로벌
비앤씨헬스케어
사이넥스
사이버네틱스이미징시스템즈
성균관대학교BT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
성이바이오
세닉스바이오테크
스킨어세이
썸텍비젼
아리바이오
아이엔테라퓨틱스
알토스
약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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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tec.co.kr
www.lab-tron.co.kr

www.mac2auto.com
sigmaaldrich.com

부비동염 치료기

바이오솔릭스

밥코리아

홈페이지

점도계,고압균질기, 탈포믹서, 주사전자현미
경,겔타이머
원심분리기, 입도분석기, 유세포분석기, 자동
분주기
회전증발농축기, 분취 크로마토그래피 외
마취심도(CAI) 모니터링 시스템
콜드체인 운송 서비스

modernvalue.kr/
modnbio.com

www.biotoxtech.com
bobtd.com
beckman.kr
www.buchi.com/kr-ko
www.brainu.co.kr
www.brinksglobal.com

전립선 치료기기, 의료용 전기 주파수
헬스케어 제품(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AI 기반 3D 스캐너

www.synex.co.kr
www.cimagingsystems.com

BT 강소기업 상생지원센터 창업기업 소개
이너미인비타민 C 1000
나노자임 및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치료
용 나노복합물질
실시간 비침습 현장진단용 성분 분석기
비디오현미경시스템,비디오내시경시스템,3D
줌마이크로시스템
선도형 통합신약개발 플랫폼 이용 다중기작
약물 개발

www.sungyi.co.kr
www.cenyxbiotech.com
www.skinassay.com
www.istvision.co.kr
www.aribio.com

패치클램프를 이용한 심장독성스크리닝 서비스
휴대용 라만/근적외선 분광분석기, 기타 분
광분석 장비
약업신문(언론사)

www.altoss.co.kr
www.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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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체명
에바바이오
에스엠엘제니트리
에스티팜
에이비아이
엑셀세라퓨틱스

품목

홈페이지

파킨슨병 치료제 라사길린의 장기지속형 미
립구 주사제 개발
분자진단키트

www.genetree.co.kr

신약 API CDMO 비즈니스 및 자체신약 개발

www.stpharm.co.kr

분자진단 POCT
중간엽줄기세포 증식 전용 무혈청 화학조성
배양배지

www.abiovision.co.kr
www.xcell.media

엑슬리트바이오

비씨 패스웨이스-파라오, 비씨 플랫폼스

www.exleetbio.com

엠마헬스케어

소프트 콜드플라즈마 홈케어디바이스 등

www.emmahc.com

영사이언스
영인에스티
영인크로매스
올발란스
원큐어젠
유노테크

세포 및 배양배지, 엔도톡신&마이코플라즈
마 검출키트
TOC분석기,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펩타이드
합성 장비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초순수제조장치
초자세척기, 발란스플랫폼, Lab Bubble, 장
갑외
신규 치료타겟 기반 경구용 펩타이드 항암

인트라링크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

www.younginst.com/
kor.youngincm.com
www.allbalance.co.kr

제 개발
PUREX (납땜연기제거장치)

www.unotech.co.kr
www.innopharmascree

이노파마스크린
이안무역상사

youngscience.com

n.com/
초순수제조장치, 총유기탄소 분석기 등
가상데이터룸,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보안
협업솔루션
글로벌진출 및 신약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
는 연구·컨설팅
직접 주입용 의약품 주입용 기구

www.liancorp.kr
www.intralinks.com/kr
www.psi.re.kr
www.jskbiomed.co.kr

지비에스시스템즈

휴대용 이산화탄소 배양기, 비임상 동물실험장비

www.gbskr.com

진메디신

항암바이러스 GM101(고형암; 임상2상 준비) 등

www.gene-medicine.com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카티프라임
캑터스커뮤니케이션즈코리
아
커넥소
케이랩
케이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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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기위해 출범
한 기업중심단체
올리고 핵산염을 이용한 근골격계 주사제
임상번역, 학술번역, 영문교정교열, 멀티미디
어서비스 등
품질관리 환경모니터링 실험실정보관리 클

www.carm.or.kr
cartiprime.com
editage.co.kr

리닝밸리데이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진탕장비, 교반장비, 초음파 파쇄장비, 히팅블록 등

klabkis.com
www.kb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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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체명
코스모스웨일
쿡플레이
큐라티스

품목

홈페이지

개인건강관리(PHR) 플랫폼
PHR 기반 인공지능 개인맞춤형 임산부 영
양 관리 솔루션

cookplay.net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백신 (QTP101)

www.quratis.com

큐리오시스

자동 라이브 셀 이미징 시스템, 자동 세포 계수기

www.curiosis.co.kr

탭스인터내셔널

단열박스, 아이스팩, 냉매, 온도민감성물품패키징

www.coldsave.com

테크블랙홀

www.techblackhole.com

특허법인다나

특허법인 다나, 우수공공기술

danapat.com

펨토사이언스

플라즈마 시스템, 플라즈마 피펫

femtoscience.co.kr

프록시헬스케어

트로마츠 베이직, 트로마츠 치약

proxihealthcare.com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 수요기반 전략 사업추진

www.kdra.or.kr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실험기기, 서비스, 소모품, 응용프로그램 및 지식제공

www.agilent.com

한국에이티아이
한성계기
현대마이크로
Sai Life Sciences Limited.
Japan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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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기, 입자계수기, 질량분석기 등
마이크로 발란스, 분석용 전자저울, 수분측
정기 및 표준
여과지, 시린지 필터, 멤브레인 필터, 플라스틱웨어 등

New Drug Discovery,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Service (CDMO)

www.atikorea.com
www.hansung113.com
www.hdmicro.co.kr
www.sai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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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1년 전시회 안내
□ 전시회명
 국 문 : 2021 코리아라이프사이언스위크
 영 문 : KOREA LIFE SCIENCE WEEK 2021

□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21년 11월 3일(수) - 4일(목) / 10:00 – 17:00
 장 소 : 코엑스 1층 B홀

□ 운영조직
 주 최 : 경연전람, 사이언스21
 후 원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 프로그램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파트너링 및 온라인 상담회 등

□ 문의처
전시사무국 ㈜경연전람
 연락처 : TEL. 02-785-4771 FAX. 02-785-6117 E-mail. life@kyungy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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