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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개최 및 참가 안내


            1. 귀 기관(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연구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유관기관 등)의 날로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최대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 간 보유 기술이전 및 투자 파트너쉽 형성의 장인“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

럼 2019(the 17th InterBiz Bio 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19)”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3. “파트너링을 통한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협력적 바이오혁신 실현(Realizing the 

Collaborative Bio-Innovation Leading the Market Change Thru Partnering)”을 모토로 개최

되는 동 포럼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대학, 연구기관, 보건의료관련기

관, 유관기관 등 관계자께서는 아래 및 별첨 내용, 홈페이지(www.interbiz.or.kr)를 참조하시어 

2019년 6월 11일(화)까지 참가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 the 17th InterBiz Bio 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19

            나. 슬로건 : Realizing the Collaborative Bio-Innovation Leading the Market Change 

Thru Partnering

                        / 파트너링을 통한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협력적 바이오혁신 실현

            다. 주최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라. 주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마. 후원(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바. 기간 : 2019. 7. 3(수)-7. 5(금) (2박 3일간)

            사. 장소 : 휘닉스제주섭지코지 벨라테라스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 윈드홀, 스톤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 phoenixhnr.co.kr/jeju/index, T. 064-731-7000~5

            아. 참가대상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투자, 아웃소싱(연구개발/생산/인허가/기술거래/정보서비스 
등) 분야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시장가치창출을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
업 및 기관(아래 참조)
※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관

련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투자기관, CROs, 
CMOs, CSOs,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정보서비스기관 등

                ￭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지역바이오

클러스터 운영기관 등

                ￭ 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에 보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지역바이오

클러스터 운영기관 등

                ￭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대학, 출연(연), 의료기관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

                ￭ 공동연구 파트너쉽 형성을 희망하는 바이오헬스분야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벤처·스타트업기업,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

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등

                ￭ 유망벤처 및 BT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벤처캐피탈, 기술인큐

베이션기관

                ￭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과 파트너쉽 형성을 희망하는 CROs, CMOs, 

CSOs,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정보서비스기관 등

            자. 파트너링 대상 기술분야



                ￭ 의약품(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백신, 첨단바이오 등) 관련 기술, 제품 등

                ￭ 건강기능성제품(식품, 화장품) 관련 기술, 제품 등

                ￭ 기능성소재(의약용, 식품용, 화장품용) 관련 기술, 제품 등

                ￭ 메디칼디바이스 관련기술, 제품 등

                ￭ 인프라/융복합기술(핵심기술, 원천기술, 생산기술, 평가/분석기술, 융복합기술 등)

            차. 참가유형

                ① 아래 분야별 수요자 또는 공급자로서 참가

                   - 기술매각/매입, 라이센싱 및 제휴, 공동연구, 기술투자, 벤처투자, M&A

                   - 마케팅제휴, 보유기술(제품)의 글로벌시장 공동개척

                   - 전략적 기술컨버젼스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규시장 창출 등

                ② 컨설팅제공자로서 참가

                   - 컨설팅분야 : 기술거래, 특허/법률, 정보활용/비즈니스, CRO/CMO/CSO, 기술투자

                ③ 행사참관

            카. 참가등록기간 : 2019. 3. 29(금)~2019. 6. 11(화)

            타. 참가등록절차 : 홈페이지(www.interbiz.or.kr)에서 신청접수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참가신청

참여유형 선택(전체 참여기관)

기관별 계정 생성 및 담당자 등록(전체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전체 참여기관)

숙박정보 입력(전체 참여기관)

추가정보 입력(공급자, 컨설팅 참여기관)
↓

③ 참가비 입금

↓

④ 미팅&상담 신청

            파. 참가신청서류, 신청방법, 참가비 등 : 별첨 안내서 또는 홈페이지 참조

            하. 기타 : 포럼개최관련 제반사항은 공식홈페이지(www.interbiz.or.kr) 또는 조직위

원회 주관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제공

            거. 참가문의 : 조직위원회 사무국(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T. 02-525-3108) 또는 

각 주관기관 조직위원회 운영위원

첨    부 : 1.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참가 안내서 1부.

           2. 행사 안내 브로셔 1부. 

           3. 참가신청 매뉴얼       - 끝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

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 The 17th InterBiz Bio-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19 -

개최 및 참가 신청 안내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보건의료관련기관 등  
개별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유망기술 등 보유역량에 대해 
실수요자와의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투자유치 등을 통한 실용화 연계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술확산 및 상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보유역량의 총결집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 및 바이오헬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수요자와 공급자간 온라인, 
오프라인 협력환경 조성을 목적으로“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the 17th InterBiz Bio-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19)”를 아래와 같이 개
최하오니 국내 산·학·연·벤처·스타트업 연구개발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가를 희망하시는 관계자께서는 2019년 6월 11일까지 참가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인터비즈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조직위원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정의덕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회  장 장기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  장 이영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  장 김장성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회  장 최치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  장 김태만

순  천  향  대  학  교  총  장 서교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원  장 배정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김동연

1. 행사명 : 제17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9
            the 17th InterBiz Bio-Partnering & Investment Forum 2019

2. 홈페이지 : http://www.interbiz.or.kr

3. 개최기간 : 2019년 7월 3일(수)~7월 5일(금)(2박 3일간)

4. 개최장소 : 휘닉스제주섭지코지 오렌지동 2층 아일랜드볼룸, 윈드홀, 스톤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phoenixhnr.co.kr/jeju/index)



5. 개최목적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등 
각 연구개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및 유망사업 등 상호 보유역량을 공개하고 
실수요자와 협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협력의 장을 조성하여 기업(기관)간 가치사슬연계를 
통한 긴밀한 협업구조를 실현 및 유망기술 등의 적기 기술이전, 기업화 촉진, 투자활성화를 
기하고 산·학·연·벤처·스타트업간 역량결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하여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6. 주 최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7. 주 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KBSI)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KARIT)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순천향대학교(SCH)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8. 후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9. 개최내용

① 프리젠테이션 & IR Section A, B & C (2019. 7. 3(수) 13:20-18:00)

• 공급자 참여기관의 보유기술 및 사업아이템에 대하여 수요자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프리
젠테이션 및 기관 IR 실시

• 기술 분야별로 3개 섹션으로 나누어 3개 행사장에서 동시 진행 예정
   예시) Section A : 의약품분야 A(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백신, 첨단바이오 등) 
         Section B : 의약품분야 B(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백신, 첨단바이오 등), 메디컬디바이스
         Section C : 기능성제품(식품, 화장품) 및 소재(의약용, 식품용, 화장품용), 인프라/

융복합기술(핵심기술, 원천기술, 생산기술, 평가/분석기술, 융복합기술) 
• 프로그램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② 수요-공급자 파트너링․투자 Section A, B & C (2019. 7. 4(목) 08:30-12:00, 13:00-18:00)

• 수요자-공급자 간 1:1 파트너링 미팅을 통한 기술이전/기술거래 협력 논의
• 협력희망 기관 및 대상 테마 및 미팅 희망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 참가기관 정보 및 공급자의 제안기술/아이템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3개 행사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각 제안기술/아이템별 기술 발명자의 참여를 권장함

③ 세미나 Section (2019. 7. 5(금) 09:00-12:00)

• 주제(안) : 4차 산업혁명기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협력적 바이오혁신 전략
• 4차 산업혁명기 진보된 디지털기술과 바이오기술의 접목을 통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

는 글로벌 시장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본개념과 산업영향 및 
파급효과, 핵심기술, 대응전략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세미나 Section에서는 바
이오헬스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가치창출
방안, 주요 혁신이슈별 최신 동향과 미래예측에 대한 정보공유, 혁신 전주기에 걸친 생
산성 확대전략, 벤처/스타트업과의 협업전략, 유망 기술 및 벤처/스타트업 투자 전략 등
을 다룸으로써 바이오헬스케어 시장변화 주도를 위한 협력적 바이오혁신주도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자 함.

• 일정, 주제 및 연사 등에 관한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참가자 별도 안내 및 공식 홈페이
지에 게재 예정



④ 컨설팅 Section (2019. 7. 3(수) 14:00-18:00, 7. 4(목) 10:00-18:00, 7. 5(금) 09:00-12:00)

  행사 기간 동안 컨설팅 상담 부스를 마련하여 전체 참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컨설팅 실시

④-1. 기술거래상담 Section

• 기술거래활동을 수행 중인 주요 기술거래기관들이 참여하여 전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각종 제휴 협력 방안에 관한 거래상담 및 자문 실시

④-2. 특허/법률 상담 Section

• 제약산업, 바이오기술분야 국내외 주요 법무법인, 특허법인이 참여하여 참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특허, 기술이전, 라이센싱 등에 관한 현안과 전략에 대해 상담 실시

④-3. 정보활용/BIZ컨설팅 Section

•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세계적인 정보컨설팅기관 및 비즈니스컨설팅기관들이 참여하여 참가자들과 
자유로운 협의 및 정보활용 시연을 통해 국내 산학연 연구개발주체들이 신약개발과정에 필요한 
각종 정보소스 발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즈니스관점에서 컨설팅 기회 제공

④-4. CROs/CMOs/CSOs Partnering 상담 Section

•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주요 전문수탁연구기관(CROs), 수탁생산기관(CMOs), 유통대행
기관(CSOs)들의 전임상, 임상, 수탁생산, 유통 등 각종 컨설팅 서비스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기관들이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아웃소싱전략 수립 전략 도모

④-5. 투자상담 Section

•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참가기관과 유망 투자대상을 물색중인 투자기관들이 참여하여 투자상담을 
통해 참여기관들의 투자유치에 관한 각종 현안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며 동시에 투자기관 차원
에서 투자가능 유망 기업 및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⑤ 포스터 Section (2019. 7. 3(수) 14:00-18:00, 7. 4(목) 10:00-18:00, 7. 5(금) 09:00-12:00)

• 공급자 참여기관의 파트너링 희망 기술 및 사업아이템에 관한 포스터 또는 출력물형태
의 소개자료 부착공간을 마련하여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소개/홍보/추가상담 기회 제공

• 포스터섹션 참가를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 상에서 제안사업 제안기술/아이템정보 작성시 
신청

• 직접 제작하여 지참 후 해당 기관별 공간에 부착
• 부착공간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0cm(벽면에 압정 또는 테이프로 부착)



10. 참가대상/대상기술분야/참가유형

① 참가대상

기술이전, 라이센싱, 공동연구, 투자, 아웃소싱(연구개발/생산/인허가/기술거래/정보서비스 등) 분야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시장가치창출을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업 및 기관

※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CROs, CMOs, 

CSOs,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투자기관, 정보서비스기관 등

￭ 기술이전 및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

영기관 등

￭ 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에 보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등

￭ 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 대학, 출연(연), 의료기관 등의 보유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등

￭ 공동연구 파트너쉽 형성을 희망하는 바이오헬스산업분야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벤처·스타트업기업,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기술지주회사, 기술인큐베이션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등

￭ 유망 벤처 및 BT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벤처캐피탈, 기술인큐베이션기관

￭ 산·학·연·벤처·스타트업기업과 파트너쉽 형성을 희망하는 CROs, CMOs, CSOs,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술거래기관, 컨설팅기관, 정보서비스기관 등

② 파트너링 대상 기술분야

￭ 의약품(화합물, 바이오, 천연물, 백신, 첨단바이오 등) 관련 기술, 제품 등
￭ 건강기능성제품(식품, 화장품) 관련 기술, 제품 등
￭ 기능성소재(의약용, 식품용, 화장품용) 관련 기술, 제품 등
￭ 메디칼디바이스 관련기술, 제품 등
￭ 인프라/융복합기술(핵심기술, 원천기술, 생산기술, 평가/분석기술, 융복합기술 등)

③ 참가유형

￭ 아래 분야별 수요자 또는 공급자로서 참가
   - 기술매각/매입, 라이센싱 및 제휴, 공동연구, 기술투자, 벤처투자, M&A
   - 마케팅제휴, 보유기술(제품)의 글로벌시장 공동개척
   - 전략적 기술컨버젼스를 통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규시장 창출 등
￭ 컨설팅제공자로서 참가
   - 컨설팅분야 : 기술거래, 특허/법률, 정보활용/비즈니스, CRO/CMO/CSO, 기술투자
￭ 행사참관



11. 프로그램

※ 최종 행사일정 및 추가/변경사항 등은 모든 참가자 개별 안내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기    간
   프로그램

1일차/2019. 7. 3[수) 2일차/7. 4(목) 3일차/7. 5(금)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등록 및 개회 아일랜드볼룸

해산

프리젠테이션 & IR 
Section(A, B, C)

행사장
집결

A:아일랜드볼룸
B:스톤홀, C:윈드홀

파트너링․투자 Section
(A, B, C)

A:아일랜드볼룸 B:스톤홀 C:윈드홀

세미나 Section 아일랜드볼룸

컨설팅 Section 2F 로비 Consulting Zone

포스터 Section 1F 로비 Poster Zone

Networking Dinner 아일랜드볼룸 아일랜드볼룸

InterBiz Pub Pub(1F) Pub(1F)

폐회 아일랜드볼룸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2019.
7. 3(수)

11:00-12:50 Registration Registration Booth
11:30-12:30 Plenary Luncheon Restaurant(1F 코지)

12:50-13:10
개회/인사말/축사
행사전반 소개

아일랜드볼룸

13:10-13:20
2018 인터비즈 참여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계약 체결식

아일랜드볼룸

13:20-18:00
프리젠테이션 & IR Section A, B, C
컨설팅 Section
포스터 Section

아일랜드볼룸/스톤홀/윈드홀
로비(2F Consulting Zone)
로비(1F Poster Zone)

19:00-21:00 Plenary Networking Reception 아일랜드볼룸

21:00-24:00
Complimentary InterBiz Pub Hosted 
by InterBiz Steering Committee

Pub(1F)

7. 4(목)

07:00-08:00 Plenary Breakfast Restaurant(1F 코지)
08:30-12:00
10:00-12:00
10:00-12:00

파트너링‧투자 Section A, B, C
컨설팅 Section
포스터 Section

아일랜드볼룸/스톤홀/윈드홀
로비(Consulting Zone)
로비(Poster Zone)

12:00-13:00 Plenary Luncheon Restaurant(1F 코지)
13:00-18:00
13:00-18:00
13:00-18:00

파트너링‧투자 Section A, B, C
컨설팅 Section
포스터 Section

아일랜드볼룸/스톤홀/윈드홀
로비(2F Consulting Zone)
로비(1F Poster Zone)

19:00-21:00 Plenary Networking Reception Restaurant(1F 코지)

21:00-24:00
Complimentary InterBiz Pub Hosted 
by InterBiz Steering Committee

Pub(1F)

7. 5(금)

07:00-08:00 Plenary Breakfast Restaurant(1F 코지)

09:00-12:30
09:00-12:00
09:00-12:00
12:30-12:40

세미나 Section
컨설팅 Section
포스터 Section
폐회 및 경품지급(세미나섹션 참가자 전원)

아일랜드볼룸
로비(2F Consulting Zone)
로비(1F Poster Zone)
아일랜드볼룸

12:40-13:40 Plenary Luncheon & Breaking-Up Restaurant(1F 코지)

※ 개최 일정은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음.



12. 참가/등록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홈페이지

접속
>> 참가신청 >>

참가비 

입금
>>

참가기관

테마 확인
>>

미팅&

상담신청
>>

파트너십 

형성

01 홈페이지 접속

▹www.interbiz.or.kr

02 참가신청 (2019. 6. 11(화)까지)

① 희망 참가유형 선택 (전체 참여기관)

   ▹ 선택 유형 : 수요자 참여기관, 공급자 참여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기타 참여기관

② 기관별 계정 생성/담당자 등록 (전체 참여기관)
   ※ 계정(ID) 생성 안내

      ▹기관 검색 후 해당기관 선택

        (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 가능하며, 사무국에서 신청 기관명 확인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

      ▹기관당 하나의 계정만 생성 가능

③ 기본정보 입력 (전체 참여기관)

   ▹ 참가기관 기본현황, 참가자 현황

④ 숙박 정보 입력 (전체 참여기관)

   ▹ 주최측 예약 희망시

⑤ 추가정보 입력 (공급자/컨설팅 참여기관)

   ▹ 공급자 참여기관 : 제안기술/아이템별 소개 및 발표자료 (※ 발표자료 권장양식은 홈페이지 참조)

   ▹ 컨설팅 참여기관 : 홈페이지 배너, 프로시딩 수록용 컬러 광고파일/기관 소개자료

03 참가비 입금 (2019. 6. 11(화)까지)

▹ 참가비 입금 확인 기관에 한하여 홈페이지 정보 열람권한 부여

   (정보 열람권한이 부여된 이후에는 참가비 환불 불가)

▹ 참가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사무국에 사전 협조 요청 요망

04 전체 등록기관 및 테마 열람

▹ 참가비 입금 기관에 한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전체 참가기관 현황 및 제안기술/아이템 확인 가능

   (참가 등록 지연시 등록기관 및 제안기술/아이템 현황 확인이 지연될 수 있음)

05 수요-공급자간 미팅 & 상담신청 (2019. 6. 24(월)까지)

▹ 협의를 희망하는 상대측 기관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미팅 & 상담 신청

   (수요-공급자간 미팅 희망 시간, 해당 기관, 대상 제안기술/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음)

▹ 양 기관간 신청 및 수락 과정을 통한 자율적인 미팅 조정 가능

▹ 미팅 스케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06 파트너링 포럼 참가 및 파트너십 형성 (2019. 7. 3(수)~ 7. 5(금))



13. 참가비 및 납부 안내

① 참가비

기 업

￭ 주관기관 기술이전사업 참여기업￭ 벤처·스타트업기업/기술지주회사/기술인큐베이션기관
250,000원/1인

(동일기업 추가 1인당 20만원)

￭ 주관기관 회원사￭ 주관기관 소속/입주기업
350,000원/1인

(동일기업 추가 1인당 30만원)

￭ 비회원사/비참여기업 400,000원/1인
(동일기업 추가 1인당 35만원)

대 학
￭ 주관기관 회원 대학 250,000원/1인

(동일기관 추가 1인당 20만원)

￭ 비회원대학 350,000원/1인
(동일기관 추가 1인당 30만원)

정부출연(연) 등

￭ 주관기관 회원 정부출연연구기관 250,000원/1인
(동일기관 추가 1인당 20만원)

￭ 비회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기관, 보건의료관련기관￭ 지역바이오클러스터 운영기관

350,000원/1인
(동일기관 추가 1인당 30만원)

관계
기관

법무/특허법인 ￭ 컨설팅섹션 상담부스 운영 참여기관
  - 기술거래컨설팅 섹션
  - 투자컨설팅 섹션
  - 특허/법률컨설팅 섹션
  - 정보활용/BIZ컨설팅 섹션
  - CROs/CMOs/CSOs파트너링 컨설팅 섹션

* 협찬기관으로 참여
* 조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참가비(협찬금) 부과

투자기관
컨설팅기관

CROs/
CMOs/CSOs 
서비스기관

기타
￭ 상기 관계기관중 컨설팅섹션 상담부스
  운영 미참여 기관￭ 단순 참관기업/기관

400,000원/1인
(동일기업/기관 추가 1인당 35만원)

참가비 면제 대상기관
￭ 전년도 인터비즈 포럼을 통한 성공실적
  보유기업 또는 기관

* 성공실적 보유시 실적당 2인까지 
  참가비 면제
* 추가인원은 상기기준 적용

※ 참가비에는 행사기간 중 제공되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숙박/교통비(항공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참가비 납부후 홈페이지 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참가비가 환불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본 행사가 주최측에 의해 취소될 경우에 전액 환불).

※ 주관기관이란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참여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연구소
기술이전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천향대학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주관기관 기술이전사업 참여기업(기관)인정 범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거래사업 프로그램에
- 회원으로 현재 참가 중이거나
- 주관기관의 중개로 기술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 

② 참가비 납부

결제방법 계좌정보 입금기한

계좌이체
(카드결제불가)

계좌번호 국민은행 / 437637-01-003712
2019. 6. 11(화)

예금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참가기관명으로 입금 요망
※ 계산서는 홈페이지에서 발행 신청 가능
※ 참가비 입금계좌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14. 참가기업/기관 특전

■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기관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인터비즈 포럼 사무국)

․ 지원목적 :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 사업 기반 국내 바이오헬스분야 기술이전 

가속화 및 기술의 기장경쟁력 강화

․ 지원내용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공개된 기술 중 기술이전되었거나 

계약 및 협상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계약/협상, 지재권 강화 전략,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에 참가한 바 있는 수요자, 공급자 참여기업/기관

※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서류 제출시 기술이전 증빙자료[(가)계약 증명서류] 필수 제출

․ 비    용 : 무료

※ 전문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은 인터비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인터비즈 포럼 사무국), Tel. 02-525-3108



15. 교통/숙박 안내

① 항공 안내(지역별 공항↔제주공항)

제주 취항 항공사 홈페이지

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

제주항공 http://www.jejuair.net

티웨이항공 http://www.twayair.com

이스타항공 http://www.eastarjet.com

에어부산 http://www.airbusan.com

진에어 http://www.jinair.com

② 셔틀버스 운행 안내 (제주공항 ↔ 휘닉스제주섭지코지)

● 운행구간 : 제주공항 ↔ 휘닉스제주섭지코지

● 운행기간 : 2019. 7. 3(수)~7. 5(금)

● 셔틀버스 탑승장소, 배차시간 등 운행관련 상세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③ 숙박 및 객실 안내

객실수 객실당 정원 객실 형태 요금 (세금/봉사료 포함)

총 200실 4인 거실/룸2/화장실2
7. 3일(수), 4일(목) : 165,000원/1박

※ 정상가 : 500,000원/1박

※ 개최장소인 휘닉스제주섭지코지에서 숙박을 희망할 경우 참가 신청 후 숙박 예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요금은 본 행사 참가자에 한하여 행사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특별우대요금입니다.
※ 객실예약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④ 객실 예약 및 환불 규정 안내

※ 객실 예약 후 취소 및 변경건은 인터비즈 홈페이지의“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6월 14일(금)까지 객실비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37637-01-003712 | 예금주 :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 예약 취소 시 아래의 위약금 부과 및 환불 기준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금) 18:00 6/15(토) ~ 6/28(금) 18:00 6/29(토) 이후 및 NO-SHOW

100% 환불  
위약금 50% 부과

/ 50% 환불 
위약금 100% 부과

/ 환불 불가능

 * NO-SHOW : 사전 연락 없이 투숙하지 않는 경우



16. 참가문의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조직위원회 운영위원

주관기관 운영위원 위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www.kbsi.re.kr 중소기업지원팀 강재윤 팀장/이문상 선임기술원 042-865-3513/3519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www.kautm.net 사무국 손영욱 사무국장/최경하 과장 02-2285-6231/624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www.khidi.or.kr 창의기술경영단 김기향 팀장/이미경 연구원 043-713-8808/847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www.kribb.re.kr 기술사업화센터 장은석 팀장/김형철 선임연구원 042-860-4520/4512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www.karit.or.kr 사무국 이인희 사무국장/신태옥 과장 042-867-9991/999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www.kista.re.kr 특허활용팀 이유미 팀장/김병년 그룹장 02-3475-8512/130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기술이전센터 이상만 팀장/이시영 팀원 041-530-1620/1442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www.compa.re.kr 생명환경기술사업화팀 이정우 팀장/문혜정 선임연구원 02-736-9043/9822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www.kdra.or.kr 연구개발진흥실 조헌제 실장/정혜림 과장대리 02-525-3106/3108

17. 참가자 공지사항 및 참여약관

■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이하 파트너링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을 해야합니다.

■ 공급자 참여기관(이하 공급자)은 반드시 제안 테마별 소개내용(PPT 발표자료 포함)을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참여기관들에게 공개되오니 대외 보
안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사자 부주의로 인한 보안내용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신청 및 참가비 입금이 이루어져야 등록이 완료되며 기한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금이 확인된 기관에 한하여 사무국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및 등록아이템에 관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정보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이후에는 참가비가 환
불되지 않습니다. 단, 본 행사개최가 주최측에 의해 취소될 경우에 한하여 참가비를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참가비에는 행사기간 중 제공되는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참가자 숙박비, 교통비 
등 개인 경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트너링 포럼에 참여하여 협력 성사되는 내용은 성사 후 1주일 이내에 주관기관 중 1개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언론 홍보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
럼”을 통해 성사되었음을 밝혀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 참가기관이 등록하는 모든 내용은 포럼 개최 기간 중 또는 개최 이후 주최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등에 사용 및 국내외 배포, 거래추진에 관한 제반 권리를 위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트너링포럼 개최내용 및 프로그램은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
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최이전 혹은 진행중 참가기관에 공지하여 드립니다.

■ 주최 측은 참가자가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 인터비즈 포럼 개최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된 참가비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 모든 참가신청 기관 및 참가자는 참가등록과 동시에 상기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