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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국 문 : 2022 코리아 라이프사이언스 위크  

   영 문 : KOREA LIFE SCIENCE WEEK 2022

 □ 기간 및 장소

   기 간 : 2022년 11월 7일(월) ~ 8일(화) (2일간) / 10:00 - 17:00 

   장 소 : 코엑스 1층 전시장 B1홀 / 3층 컨퍼런스홀 E5

 □ 운영조직  

   주 최 : 경연전람, 사이언스21

   후 원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아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제약산업전략연구원 

 □ 전시규모 

   참가업체 : 7개국 133개사(국내 110개사 / 해외 23개사) 156부스 *부대행사 포함 250부스

   관람객수 : 3,357명 (외국인 총 47명)

 □ 전시품목 

  

Laboratory and R&D Zone Bio · Medical · Pharma Zone

‣ 실험실 기술

‣ 측정 및 테스트 / 분석

‣ 바이오, 생명 및 식품공학

‣ 실험실 안전

‣ RnD 융합기술 및 설비

‣ 수질·대기·환경 기술산업 및 연구설비

‣ 바이오제약, 의약품 및 바이오화장품

‣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 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

‣ 생명공학 / 바이오분석 / 진단

‣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 의료기기 및 장비

‣ 바이오헬스 신기술

‣ 지식재산권, 법률 및 관련 협단체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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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전시회 개최실적

 □ 참가업체 및 관람객

  

   참가업체 : 7개국 133개사(국내 110개사 / 해외 23개사) 156부스 *부대행사 포함 250부스

   관람객수 : 3,357명 (외국인 총 47명)

  

 □ 일자별 등록

  

관람일자 관람객 수 비율(%)

11월 7일(월) 1,856 55.3

11월 8일(화) 1,501 44.7

TOTAL 3,357 100.0        

 

□ 관심목적

  

조사내역 비율(%)

기존 파트너와의 미팅 4.5

상담 및 제품 구입 5.7

신규 국내 거래업체 물색 11.3

신규 해외 거래업체 물색 4.4

제품조사 및 정보수집 19.0

향후 전시회 참가검토 4.2

업계 동향 파악 23.9

세미나/부대행사 참가 10.3

일반관람 15.8

기타 1.0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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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품목 – Laboratory and R&D zone

  

조사내역 비율(%)

실험실 기술 16.6

측정 및 테스트 / 분석 14.9

바이오, 생명 및 식품공학 54.4

실험실 안전 3.1

RnD 융합기술 및 설비 6.8

수질·대기·환경 기술산업 및 연구설비 4.1

Total 100.0

  

□ 관심품목 – Bio·Medical·Pharma Zone

  

조사내역 비율(%)

바이오제약, 의약품 및 

바이오화장품
44.4

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10.8

수탁서비스 및 아웃소싱 3.3

생명공학 / 바이오분석 /진단 15.0

디지털 헬스케어 6.8

의료, 의료기기 및 장비 10.1

바이오헬스 신기술 6.2

지식재산권, 법률 및 관련 

협단체/기관
3.3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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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프로그램 

■ 전시회

▸Bio · Medical · Pharma Zone     ▸Laboratory & RnD Zone

■ 컨퍼런스 / 포럼 / 세미나

11/7(월)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컨퍼런스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세미나

11/8(화)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 세미나

■ IR / 투자포럼

11/8(화)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

■ 수출상담회

11/7(월) ~ 8(화) ▸해외바이어 초청 1:1 화상수출상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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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프로그램 (날짜별)  

11. 7 (월)

 ■ K-BD Group 2022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

   주 제 : 정량적 데이터 기반 제약·바이오 현황과 미래전략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주 관 :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

   협력기관(추진위원회) :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인트라링크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일시/장소 : 11. 7(월) 10:30-12:0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A

*사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시 간 주 제 연 사

10:20-10:30
인사말 이재현 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축사 여재천 상근이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10:30-10:50 제약·바이오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과 전망 정윤택 대표 제약산업전략연구원

10:50-11:10 국내외 임상시험 최신 동향과 전망 지태용 팀장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11:10-11:30 국내외 제약·바이오 M&A 및 라이센싱 딜 주요동향 및 전망 김선식 대표 인트라링크스 한국지사

11:30-11:50 바이오의약품의 정량적 특허출원 동향 김봉진 수석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K-BD Group 2022년도 제2회 제약·바이오 사업개발 전략포럼

   주 제 :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성균관대학교 LINC 3.0 사업단

   주 관 :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

   후 원 : 제약산업전략연구원, ㈜경연전람

   일시/장소 : 11. 7(월) 13:00-17:2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A

 

*사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시 간 주 제 연 사

13:10-13:20 인사말 이재현 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13:20-14:00 바이오헬스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신동일 대표 CSD Consulting

14:00-14:40
디지털치료제 분야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강성지 대표 ㈜웰트

14:40-14:5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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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 제 연 사

14:50-15:30
융복합의료제품 분야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김주희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5:30-16:10
AI, Big Data 분야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윤정호 대표 ㈜워트인텔리전스

16:10-16:50
첨단바이오 분야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김태호 대표 ㈜큐어세라퓨틱스

16:50-17:10
희귀의약품 분야 시장동향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략
박효진 컨설턴트 클래리베이트

17:10-17:20 종합 Q&A 및 폐회

 ■ 2022 NIFDS-RSCP CONFERENCE 제2회 융복합 의료제품 안전기술 컨퍼런스

   주 제 : 협업의 열쇠로 선진 규제과학의 지평을 열다 

            Collaboration Key to Advancing Regulatory Science & Practices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아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첨단의료제품 인허가실증연구원

   일시/장소 : 11. 7(월) 09:00-17:00 / 코엑스 3층 컨퍼런스홀 E5

 

*사회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이상래 교수

시 간 내 용 연 사

09:00-09:30 등  록

09:30-09:35 개회사 이상래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09:35-09:40 축  사
손수정 부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09:40-09:45 축  사 김선용 상임이사 (학교법인 대우학원)

09:45-09:50 축  사 김상인 단장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9:50-09:55 환영사
김수동 센터장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03:55-10:00 사진촬영

[PART 1]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정책 발전방향

10:00-10:25

기조강연

(Managing Science and Regulatory Science for 

Combination Products)

Daryl L. Davies
(Associate Dean of Undergraduate Affairs, 

USC School of Pharmacy)

10:25-10:50
Global Combination Products Landscape and 

Harmonization Opportunities

Susan Neadle

(Principal Consultant & President, 

Combination Products Consulting Services 

LLC)

10:50-10:55 휴식

10:55-11:20
How can Collaborative Research Support and Shape 

Regulatory Policies and system Strengthening?

Magda Bujar
(Senior Manager, Centre for 

Innov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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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연 사

11:20-11:45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신속허가 제도의 적용과 현행 

법 제도의 개선 필요성

오승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45-12:15 질의응답
진행 김주희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2:15-13:30 점심시간

[PART 2] 융복합 의료제품 기술개발 동향 및 사업화 전략 

13:30-13:55 융복합 의료제품의 해외 규제 동향과 사례 공유 김영 대표 (㈜사이넥스)

13:55-14:20 신규 약물전달시스템의 국제 규제동향 이마세 부사장 (㈜인벤티지랩)

14:20-14:45 마이크로니들패치 기술동향과 규제대응
양승윤 교수 

(부산대학교 바이오소재과학과)

14:45-14:50 휴식

14:50-15:15
제조기술 융합을 통한 융복합 의료제품 사업화 사례 

및 전망
박수진 대표 (㈜오티아이코리아)

15:15-15:40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거래 전략과 기회 이강오 대표 (㈜에스엔비아)

15:40-16:30 패널 토의 (기술사업화와 규제 정책의 조화)
좌장 김주희 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16:30-16:40 휴식

16:30-16:40 특별강연 (인공지능과 스마트팜)
조만수 교수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16:55-17:00 폐회사 및 사진촬영
김수동 센터장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The present and future of DTx)

   일시/장소 : 11. 7(월) 15:00-16:0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B

시 간 주 제 연 사

15:00-16:00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하성욱 전략기획 본부 이사 

(재)한국의학연구소

 ■ [Bio·Medical·Pharma]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세미나

   일시/장소 : 11. 7(월) 11:00-16:3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C

시 간 주 제 발 표 사

11:00-11:50
이중항체를 이용한 암 미세환경(TME) 개선과 

항체신약개발 전략
세라노틱스㈜

12:00-12:50
CDD Vault를 사용한 Chemistry 와 Small molecule 

관리
CDD (Collaborative Drug Discovery)

13:20-13:50
미세유체 칩을 이용한 양산형 지질 나노입자 합성 

장비
㈜네오나노텍

14:00-14:50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민간클러스터의 역할 ㈜우정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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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주 제 발 표 사

15:00-15:50

생체모방 구강장치를 활용한 하악 확장

Mandibular expansion using a biomimetic oral 

device 

Prof. G. Dave Singh, Dr. Hwasul 

Hwang, and Dr. Charin Hwang / 

Stanford University

16:00-16:30
마스터 셀뱅킹을 위한 만능유도줄기세포를 이용한 

단일세포 클로닝 워크플로
디아이 바이오

 ■ [Laboratory & RnD]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세미나

   일시/장소 : 11. 7(월) 11:00-15:5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D

시 간 주 제 발 표 사

11:00-11:50 지질/리포솜 나노입자 및 미세입자 생성 및 제품 소개 유나교역

13:00-13:50 시료 전처리 기초와 응용
기기분석 전문가 커뮤니티 대표운영자 

오승호

14:00-14:50 미생물 배양 분석 기초 이론 및 제품 소개 영인랩플러스㈜

15:00-15:50
나노 사이즈 바이오 시료 측정 및 성분 분석용 Photo 

Thermal IR 분석기 (O-PTIR) 소개
㈜신코

11. 8(화)

■ K-BD Group 2022도 제2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성균관대학교 LINC 3.0사업단

   주 관 :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 아주대학교 기술지주㈜, 

            ㈜엔포유기술지주, ㈜대경기술지주

   협력기관 : 서울아산병원 바이오 코어 설비 센터, ㈜에스와이피

   일시/장소 : 11. 8(화) 10:30-14:3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B

시 간 주 제 연 사

10:20-10:30
인사말

이재현 연구회장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축사 홍성한 이사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Session 1. 아이템 소개 및 피드백 (좌장 : 박기수 상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10:30-10:45 Bi-specific RNAi 치료제, 정맥 투여용 항암 바이러스 정재균 사장 ㈜큐리진

10:45-11:00 신규 유전자에 기반한 항암 바이오마커 및 항암제 개발 추헌수 대표이사 ㈜로펠바이오

11:00-11:15
머신러닝 플랫폼에 기반한 섬유화 질환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규 타깃 발굴 및 개발
유강현 대표이사 ㈜사피엔스바이오

11:15-11:30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성질환 치료제
최상돈 대표이사(연구소장)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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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시 간 주 제 연 사

11:30-11:45 물리학·양자역학 기반 AI 신약 개발 박재형 전무이사 ㈜팜캐드

11:45-12:00
유전자 조작을 통한 종양미세환경 극복 및 병용효과 기능을 

높인 고형암 표적 CAR-NK 면역세포치료제
정수영 대표이사 ㈜유씨아이테라퓨틱스

12:00-13:30 점심

Session 2. 아이템 소개 및 피드백 (좌장 : 정원태 전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3:30-13:45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송기태 대표이사 ㈜제르나바이오텍

13:45-14:00 초대수지상세포의 배양과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곽종영 대표이사 ㈜나노팬텍

14:00-14:15
섬유증 치료 및 완화를 위한 플라보논 유도체 

화합물(CBL-8300)의 신약개발
박미경 대표이사 ㈜키바이오

14:15-14:30 골다공증 예측 서비스 정윤석 대표이사 ㈜골다공인공지능

■ K-BD Group 2022년도 연구개발중심 우량 제약·바이오기업 IR (IPIR 2022)

   주 최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주 관 : 제약·바이오사업개발연구회(K-BD Group)

   일시/장소 : 11. 8(화) 14:30-17:0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B

*사회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본부장 / 좌장 : ㈜아이큐어비앤비 장관영 CTO

시 간 주 제 발표사

14:30-14:45 암 치료 백신 개발 및 Th-Vac™ 플랫폼 구축 ㈜애스톤사이언스

14:45-15:00 Shifting paradigms in the treatment of Alzheimer‘s Disease ㈜아리바이오

15:00-15:15 휴먼 인슐린 및 인슐린 아날로그(리스프로 글라진)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 ㈜운트바이오

15:15-15:30 의약용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한 약효지속형 주사제 개발 ㈜아울바이오

15:30-15:45 바이러스유사입자(VLP) 플랫폼 기반 프리미엄 백신 개발 ㈜포스백스

15:45-16:00
질환의 병인이 복합적인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다중 타겟의 질환 

개선용(disease-modifying) 치료제 연구 개발
엠테라파마㈜

16:00-16:15 희귀난치성 신경계 질환 극복을 위한 세포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메디노

16:15-16:30
노화관련 만성허혈성질환 치료제 및 신규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고효율의 

성인용 프리미엄 예방백신 개발
아이진㈜

16:30-16:45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 및 제약 사업화
㈜엔솔바이오사이

언스

16:45-17:00 원천기술에 기반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 SCM생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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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첨단재생의료 발전전략 포럼

   주 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외 환경 변화 및 개발 동향

   주 최 :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CARM)

   일시/장소 : 11. 8(화) 10:20-17:0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A

 

*사회 : 강스템바이오텍 노경환 상무

시 간 주 제 좌장연사

10:00-10:20 접수 및 등록

10:20-10:30 환영사 강경선 회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Session 1] 미국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현황과 방향 및 대응전략

좌장 : 김태호 대표이사 (㈜큐어세라퓨틱스)

10:30-11:00 Talk 1
美 Biden 대통령의 바이오 기술과 제조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유승호 대표이사 ㈜유스바이오글로벌

11:00-11:30 Talk 2 미국 바이오 정책의 주요이슈와 우리의 과제 김현수 팀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1:30-12:00 Talk 3 국내 첨단바이오 (CGT)산업 대응방향과 전략 김태호 대표이사 ㈜큐어세라퓨틱스

12:00-13:30 Lunch Time

[Session 2]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연계 방안

좌장 : 황유경 대표이사 (YUYA바이오컨설팅)

13:30-14:00 발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현황 및 발전방향

발제자 : 김진훈 사무관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14:00-15:00
패널

토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연계방안

황유경 대표이사 YUYA바이오컨설팅

정미현 상무 메디포스트㈜

유종만 대표이사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주지현 대표이사 ㈜입셀

최병현 사무총장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주완석 전무 클립스비앤씨㈜

15:00-15:20 Coffee Break

[Session 3] 엑소좀 기반 치료제 개발 동향

좌장 : 나규흠 대표이사 (㈜프리모리스) 

15:20-15:50 Talk 1
Cell and Gene Therapy Reimagined by 

BioDrone Platform Technology
오승욱 전무 CSO/전무, ㈜엠디뮨

15:50-16:20 Talk 2 줄기세포 유래 엑소좀 치료제 임상연구 활성화 조쌍구 대표이사 스템엑소원㈜

16:20-16:50 Talk 3

ASC-Exosome Based Regenerative 

Therapeutics using EXOSCRT Platform 

Technology

이준호 부장 ㈜엑소코바이오

16:50-17:00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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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Medical·Pharma]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세미나

   일시/장소 : 11. 8(화) 11100-14:5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C

시 간 주 제 발 표 사

11:10-11:40 비바이러스 세포치료제 개발의 솔루션 CellShot® ㈜펨토바이오메드

12:00-12:50
CDD Vault를 사용한 Chemistry 와 Small molecule 

관리
CDD (Collaborative Drug Discovery)

13:00-13:50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인트라링크스의 솔루션 인트라링크스

14:00-14:50
항체 단백질을 이용한 가축과 

인간 적용 제품 개발 및 응용
㈜누리사이언스

 ■ [Laboratory & RnD] 참가업체 신기술·신제품세미나

   일시/장소 : 11. 8(화) 11:00-15:50 / 코엑스 1층 B1홀 Seminar D

시 간 주 제 발 표 사

11:00-11:50 엔도톡신시험 방법에 대한 최신동향 ㈜영사이언스

13:00-13:50 생물 분야 안전관리 
기기분석 전문가 커뮤니티 대표운영자 

오승호

14:00-14:50 연구실 시약안전관리 솔루션 랩매니저 PRO ㈜스마트 잭

15:00-15:50 Gene Delivery의 전반적인 이해 및 최신 솔루션 소개 영인랩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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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현장스케치

2022 관람객 2022 관람객

2022 참가업체 & 관람객 2022 참가업체 & 관람객

2022 세미나 & 컨퍼런스 2022 세미나 & 컨퍼런스

2022 전시장 전경 2022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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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바이어와의 1:1 화상수출상담회 

   일 시 : 2022년 11월 7일(월) - 8일(화) 

   장 소 : 코엑스 1층 B1홀 전시장 내 화상상담회장 

   해외바이어 : 11개국 20개사 

     국가 : 미얀마, 싱가포르, UAE, 오만,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터키, 필리핀, 홍콩

   상담실적 :  

     

날짜 상담액(달러) 계약추진액(달러)

11/7(월) $2,398,000 $1,140,000

11/8(화) $2,698,000 $1,561,000

계 $5,096,000 $2,701,000

 

□ 화상수출상담회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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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2년 참가업체리스트 

KOREA LIFE SCIENCE WEEK 2022 SPONSOR 

                                                       범주  Laboratory & R&D Zone   Bio·Medical·Pharma Zone

분야 업체명 품목 홈페이지

가오넥스 분석장비 labs114.co.kr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보유 우수특허

경남김해강소특구 경남김해강소특구 홍보 innopolis.inje.ac.kr

고양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www.ilsantechnovalley.or.
kr

골다공인공지능 골다공증 예측 서비스 ajou.ac.kr/kr/index.do

광주과학기술원 근감소증 치료제, 과민성 방광치료제, 
면역항암 치료제 www.gist.ac.kr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기술(특허) www.nnibr.re.kr

그래디언트 바이오컨버전스 CRO, 오가노이드, 성장인자 gradiantbio.com

그린메이트 바이오텍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워셔&형광 이미징 
측정장비, 핵산&단백질 측정 전용 장비 등 www.greenmate.co.kr

나노팬텍 초대수지상세포의 배양과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www.nanofaentech.com

네오나노텍 마이크로플루이딕 LNP·리포좀 합성기기 
실험실용/양산용 www.neonanotech.com

넥셀 hiPSC 유래심근, 간, 신경세포 및 hiPSC 
유래 www.nexel.co.kr

누리사이언스 프로재, 프로랜스 www.nurisci.com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환경 소개 www.dgfez.go.kr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
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센터 www.kmedihub.re.kr

대웅제약 세포치료제 CMO/CDMO 사업 daewoong.co.kr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장암 이종이식 동물 모델 및 그 제조방법 www.duksung.ac.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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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업체명 품목 홈페이지

드림씨아이에스 임상시험 서비스 www.dreamcis.com

디아이 바이오 세포주개발 단일세포분주, 이미징장비, www.dibio.co.kr

랩트론 자력가열교반기, 볼텍스믹서, 교반기, 
호모게나이저 등 www.lab-tron.co.kr

로펠바이오 신규 유전자에 기반한 항암 바이오마커 및 
항암제 개발 rophelbio.com

마텍무역 기초 실험 장비 marktech.co.kr

메디노 세포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medinno.co.kr

미래셀바이오 간질성 방광염 세포치료제 miraecellbio.com/

바이오닉스 실험실 자동화 장비 및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세척 www.bionicsro.co.kr

바이오뱅크힐링 대변은행 및 장내미생물 혁신 신약개발 www.biobankhealing.com
/

바이오비아 통합 연구실 및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www.3ds.com/ko/produc
ts-services/biovia

바이오솔루션 인체조직모델 관련 샘플 및 카탈로그 keraskin.co.kr/

바이오솔릭스 유전자 전달체, 지질나노입자 www.biosolyx.com

바이오이즈 세포유래 NMP로부터 RNA 또는 단백질까지 
대량 생산

www.biois.co.kr/kr/sp.php
?p=11

보성과학 써모피셔사이언티픽 실시간유전자증폭기, 
차세대염기서열분석 www.bosungsci.com

브이에스팜텍 방사선 치료 효과 증진제 및 암전이억제제 www.vspharmtech.com

비투바이오 Single use bag, Filter www.b2bio.co.kr

사이넥스 헬스케어 컨설팅(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www.synex.co.kr

사이언스21 사이언스21매거진 www.s21.co.kr

사피엔스바이오 섬유화 질환 및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규 
타깃 발굴,개발 sapiensbio.com

삼흥에너지 셰이킹인큐베이터, 셰이커, 롤러, 믹서, 측정기 silhumsil.com

세라노틱스
3종 항체 라이브러리 및 고형암의 
암미세환경(TME) 개선을 위한 신규 타겟 
대상의 이중항체기반 신약 후보물질

셀키 바이오의약품 특성 분석, 
동반진단바이오마커 개발 www.cellkey.co.kr

셀투바이오 시약 및 실험실 소모품, 기기 www.cellto.co.kr

솔브리드플러스 Scientific 솔루션 BIOVIA www.solbridplus.com

스마트 잭 랩매니저 PRO - 연구실 화학물질 
물품안전관리 솔루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 www.nifds.go.kr

신테카바이오 신약개발의 AI파트너 www.syntekabio.co.kr

씨티아이코리아
CFR 데이터로거 테스토 190, HACCP 
데이터로거 테스토 191, 온습도 데이터로거 
테스토 Saveris2

www.cti-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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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바이오 Disease Modifying Medicine 개발 www.aribio.com

아스펜스 Scientific 솔루션 BIOVIA www.aspens.co.kr

아울바이오 의약용 약물전달기술을 이용 약효지속형 
주사제 개발 www.aulbio.com

아이진 노화관련 만성허혈성질환 치료제 eyegene.co.kr/kor/

아이코닉 퓨전스 블리스터, 포장재, 친환경 iconicfusions.com/

압타머사이언스 압토디텍트 렁 aptsci.com

애스톤사이언스 암치료백신 (AST-301, 201, 021p) astonsci.com

약업신문 약업신문(언론사) www.yakup.com

에브릿 산화질소의 항바이러스 기전

에스앤케이테라퓨틱스 자가면역질환 및 염증성질환 치료제 ajou.ac.kr/kr/index.do

에스엘바이젠 에스엘바이젠의 첨단바이오의약품 R&D 및 
GMP 관련 포스터 slbigen.com

에이비클로널코리아 안티바디,엘라이자,튜브,CRO서비스 등 www.abclonal.co.kr

에이스엠자임 진세노사이드 C-K, Rg3, Rh2(원료) 등 www.aceemzyme.kr

엑셀세라퓨틱스 무혈청화학조성 배양배지 www.xcell.media

엔솔바이오사이언스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 및 제약 사업화 ensolbio.co.kr

엠테라파마 다중 타겟의 질환 개선용 치료제 연구 개발 mtherapharma.com

영사이언스 Cocoon-Automated Cell Therapy www.youngscience.com

영인랩플러스 경구제제용출시스템, 초순수제조장치, 
분광광도계, 이미징시스템, 유전자주입장비 www.labplus.co.kr

영인에스티 클린룸 환경 모니터링, 라이브 셀 이미징 장비 www.younginst.com

영인엠텍 플로우 이미징 현미경, 탁상용 NMR, 
유/무기 합성, 펩타이드 시약

영진사이언스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위한 시료준비솔루션 www.youngenesci.com

오상자이엘 osangjaiel.co.k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www.kbiohealth.kr/

올발란스 초자세척기, 발란스 플랫폼, 실험용장갑 외 www.allbalance.co.kr

옵토스켄 엑스레이단층촬영장치, 근적외선 발광형광 
이미징 장비, 실험동물조영제 등 optoscan.co.kr

우정바이오 CRO 서비스 및 공유연구소 랩클라우드 www.woojungbio.kr

운트바이오 휴먼 인슐린 및 인슐린 아날로그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 undbio.com

울트원 토탈관리대행서비스 ult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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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샘 음압캐리어(안심나르미) www.wosem.co.kr

유나교역 흐름화학장치, 미세유체장치, 
나노입자자동화장치, PCR검증

유씨아이테라퓨틱스 유전자 조작을 통한 종양미세환경 극복 및 
면역세포치료제

www.uci-therapeutics.co.
kr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융복합 의료제품 www.rscp.kr/home/kor/m

ain.do

이레테크 진공오븐, 가압오븐, 콜드트랩, 의료폐기물 
처리장치 등 ireatech.com

이안 초순수제조장치, TOC 분석기 www.liancorp.kr

이엔비리서치 미생물 검사 및 바이러스 수송배지 https://www.enbresearch.
com/

이엔셀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C(D)MO 서비스 www.encellinc.com

이지테크 영상 현미경 시스템 www.egscope.com

이카코리아 써모쉐이커, 분산기, 파이펫, 원심분리기 www.ika.com

인실리코 신물질 개발 및 시스템구축서비스 제공 www.insilico.co.kr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김해강소특구 사업 홍보

인터페이스 IJM기술기반의 LNP의 R&D와 양산에 
특화된 솔루션 www.interface.co.kr

인트라링크스 라이센스 거래, 보안협업 데이터룸 www.intralinks.com/kr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제도 및 
임상연구지원사업 소개 rmaf.kr

정수과학 인체조직모델 

제노헬릭스 혈장 엑소좀 분리 정제 기술 www.xenohelix.com

제르나바이오텍 차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 gernabio.com

제약산업전략연구원 글로벌진출 및 신약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연구·컨설팅 www.psi.re.kr

제이앤파머 치매 치료 및 건식용 뇌질환 특화 고기능성 
유산균

www.ejnpharma.com/sub
/sub01_01.php

제이오텍 생물안전작업대, 전기영동장치, 
전원공급장치, 히팅블록

제이제이하이진 자동세척 건조기, 이온교환기

젬크로 유전자 변형 마우스 제작 및 관리 기술 www.gemcro.com/

지씨셀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 www.gccell.com

지에이치랩

지에이치팜 미라클 모닝 ghpharm.co.kr

진스크립트바이오테크

생명공학 서비스 (유전자합성, 펩타이드 
합성, 올리고 합성, 항체서비스, 단백질 
서비스 등) 및 제품, 생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www.genscript.com

첨단의료바이오협의체 융복합 의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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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글로벌 재생의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기업중심단체 www.carm.or.kr

충청북도청 www.chungbuk.go.kr

카바이오테라퓨틱스 CAR-T 항암면역 세포유전자 치료제 www.carbiotcell.com

케이런 KRAChip, KRAStation, Nano KRASHOT kron.co.kr

코넥스트 재조합 TLR5 agonist, 재조합 collagen connext.co.kr/index_ko.p
hp#slider

큐리진 Bi-specific RNAi 치료제 www.curigin.com

클래리베이트 Cortellis, Web of Science, InCites, Derwent 
Innovation clarivate.com/ko/

클루피 주식회사 CDISC 기반 통합임상/비임상 데이터 관리 
플랫폼 메디레이크 clupea.co.kr

키바이오 섬유증 치료 및 완화를 위한 플라보논 
유도체 화합물 keybio.co.kr

태크노마트 과산화 수소 훈증기, 초저온 냉동고 technomartinc.com

테스토코리아 온습도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로거

팜캐드 물리학·양자역학 기반 AI 신약 개발 pharmcadd.com

펨토바이오메드 비바이러스 유전자 전달 플랫폼 '셀샷' www.femtobiomed.com/

포스백스 바이러스유사입자(VLP) 플랫폼 기반 
프리미엄 백신 개 posvax.com

프리클리나 면역질환에 특화된 비임상시험 CRO www.preclina.com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삼차원 종이진단 분석키트 www.kbsi.re.kr

한국벡크만쿨터 원심분리기,입도분석기,유세포분석기,실험실
자동화분주기 beckman.kr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 수요기반 전략 
사업추진 www.kdra.or.kr

한성계기 저울 및 분동 www.hansung113.com

현대마이크로 여과지, 시린지 필터, 멤브레인 필터, 
플라스틱웨어 등 www.hdmicro.co.kr/ko/

호일바이오메드 프로그램 셀 동결기,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기

Collaborative Drug 
Discovery

CDD Vault-Drug Discovery Data 
Management Software

www.collaborativedrug.c
om/

HLB셀 인체유래 세포외기질, 연구용 인체 간세포 hlbcell.co.kr

SCM생명과학 원천기술에 기반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상업화 scmlifesci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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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년 전시회 안내 

 □ 전시회명 

   국 문 : 2023 코리아라이프사이언스 위크  

   영 문 : KOREA LIFE SCIENCE WEEK 2023 

 □ 기간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14일(화) - 16일(목) / 10:00 – 17:00

   장 소 : 코엑스 1층 B홀

 □ 운영조직  

   주 최 : 경연전람, 사이언스21

   후 원 :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융복합의료제품 촉진지원센터, 

     아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등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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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전시사무국 ㈜경연전람 

      TEL. 02-785-4771 FAX. 02-785-6117 E-mail. life@kyungyo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