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i-korea.net

2020년 8월 26일 수 - 28일 금 ㅣ 코엑스 A홀

세계 건강기능성
원료 및 제품 전시회

동시개최

www.cphikorea.co.kr

How
전시회 참가신청
1. 사
 무국 부스 문의
2. 참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부스 소진 시 참가 마감

부스 신청 및 전시 준비절차

참가비 입금
1. 인
 보이스 및
세금계산서 수령
2. 인
 보이스 수령 후
2주 이내 입금

전시회 사전 준비

전시품 반입

1. 온
 라인 메뉴얼 작성

2020. 8. 24(월) : 독립부스

2. 부
 스 홍보
*무료 홍보툴, 스폰서십 등

2020. 8. 25(화) : 독립/조립부스

전시회 개막
2020. 8. 26(수) - 28(금)

3. 바
 이어 상담 프로그램 이용

2020년 8월 26일 (수) - 28일 (금) l 코엑스 A홀

CPhI Global Series

Why Hi KOREA?

Hi Korea 전시회의 고속 성장.
지난 3년간 연평균 65% 성장

Fi Global, Vitafoods, SupplySide
주최사인 Informa Markets의
글로벌 네트워크

CPhI Korea와 동시개최로
건기식, 제약, 바이오 분야가
한 자리에

Hi 참가업체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발표할 수 있는
기술 세미나

전시품목 및 참가비 안내
기능성•천연원료
코스메슈티컬 원료, 비타민, 미네랄, 올리고당, 다당류,
식이섬유, 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지방산, 유산균,
이스트 유도체, 식물 추출물, 인지질, 비피도박테리움,
프리/프로 바이오틱스, 동식물성 오일 등

건강기능식품

2020년 6월 22일 - 24일
중국 상해 SNIEC

2020년 3월 31일 - 4월 2일
독일 뉘른베르크
Exhibition Centre Nuremberg

2020년 3월 16일 – 18일
일본 도쿄 BIG SIGHT

2021년 1월 27일 - 28일
프랑스 파리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

2020년 8월 26일 – 28일
서울 코엑스 A홀

2020년 10월 13일 –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Fiera Milano

첨가제

운동기능향상, 인지/스트레스/숙면 증진,
스포츠영양, 미용 및 피부건강, 신진대사,
면역기능, 노화방지, 암예방 등

2020년 5월 5일 - 7일
미국 필라델피아
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가소제, 가용화제/용해보조제, 감미제, 유화제,
결합제, 경화제, 계면활성화제, 풍미증진제,
당의제, 발포제, 방습제, 보존제, 부형제,
습윤제, 소포제, 연화제, 착색제/착향제 등

2020
세계 제약산업
전시회

2020년 11월 25일 - 27일
인도 델리 India Expo Centre

2020년 9월 14일 - 15일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ADNEC

2020년 7월 1일 - 3일
태국 방콕 IMPACT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연구개발, 제조, 임상, 유통 등 일련의 공정을 한 자리에 전시

* VAT 10% 별도

Hi Korea
독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18㎡

조립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9㎡

디럭스부스 (원/㎡)
최소 전시면적 - 18㎡

전시회 참가문의 대리 강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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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lyn.Kang@informa.com

02-6715-5400

주최

참가 문의

Informa Markets
T. 02-6715-5400 F. 02-432-5885
이현명 팀장 Hemy.Lee@informa.com 강예지 대리 Evelyn.Kang@informa.com

홍보 문의

장시원 담당 Ashlee.Jang@informa.com

주최
후원

bioLIVE 공동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