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19
2019 대한민국�바이오�투자�콘퍼런스

2019. 8. 28(수) ~ 29(목)

서울�드래곤시티

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19

한국경제신문과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 2019)를 개최합니다.

“

“

바이오 히든 스타를 찾아라!
1000여명의 바이오 투자자가 한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에 귀사를 초대합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유망 산업입니다.
인류의 수명 연장과 건강 증진의 요구도 큽니다. 그런 만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은 우리 경제의 축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뛰어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100여 곳과 벤처캐피털리스트·펀드매니저·엔젤투자자 등
바이오 관련 투자자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 투자 축제의 장으로 꾸며집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트렌드, 바이오산업 투자 방향과 전망, 다국적 제약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주인공이 될 바이오 헬스케어
히든 챔피언들과 바이오 분야 투자 리더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행 사 명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
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19

기

간

2019년 8월 28일(수) ~ 29일(목)

장

소

서울드래곤시티 3층, 5층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참가대상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100개사

참관대상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VC, 엔젤투자자, 제약바이오기업 및 일반기업 임직원,
개인투자자 등 1,000여명

추진목적

국내 바이오산업의 히든스타 발굴과 산업동향·투자정보 제공, 기업과 투자자 간 교류

KOREA BIO INVESTMENT CONFERENCE 2019

IR기업 상담관
전

시

기업 홍보관

국내·외 바이오 리딩기업 CEO의 기조연설

특별강연

· VC와 히든스타 투자 토크콘서트
· 분야별 시장동향 및 투자 트렌드
· 정부지원정책 및 IPO 관련 전망

기업 IR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100여개사의 IR

발표기업과 투자자 간 교류의 場

(28일 저녁)

구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홍보관

기조연설
콘퍼런스

네트워킹파티

발표기업과 투자자 간 1:1 상담

분

구성내역

금액(VAT포함)

기업수

5,500,000원

3개社

3,300,000원

4개社

2,200,000원

45개社

1,650,000원

47개社

5,500,000원

1개社

3,300,000원

2개社

스폰서세션(1시간/연구분야 기술설명과 IR동시진행)

패키지A

기본 조립부스 제공(1*2M)
행사무료등록권 5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기업 IR(메인세션발표/30분)

발표기업

패키지B

기본 조립부스 제공(1*2M)
행사무료등록권 3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분야별 기업IR세션(30분)

패키지C

기본 조립부스 제공(1*2M)
행사무료등록권 3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패키지D

분야별 기업IR세션(30분)
행사무료등록권 2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전시참가(조립부스 2*2M), 전기 1KW, 안내데스크 및

패키지E

의자 2ea, 스포트라이트 조명 3ea 지원
행사무료등록권 5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홍보관
패키지F

전시 참가(독립부스 2*2M)
행사무료등록권 5매 제공 / 네트워킹 파티 초청

※ 발표 및 홍보관 참여기업의 경우, 관계자 3인까지 무료등록 (단, 네트워킹 파티는 2인으로 제한)

참가사 특전

1. 기사 게재 (1년 이내에 발표기업 관련 기사 1회 이상 / 한국경제신문 지면 또는 온라인)
2. 네트워킹 파티 초청 (발표 및 전시기업별 2인)
3.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투자자와의 1:1 미팅 (예정)

신청서 제출처 : 이메일[kbic2019@naver.com] 발송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기업선정

참가비납부

7월 12일 (금)
오후 6시 마감

7월 17일 (수) 오후 2시

선정 후 1주일 이내

＊ 개별안내

＊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발표자료 및
필수서류 제출
8월 14일 (수)
오후 6시 마감

행사개막
8월 28일 (목) ~ 29일 (금)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 사무국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 10층
Tel. 02-360-4521

E. kbic20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