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2018
Capturing the initiative in global healthcare innovation Thru Partnering
파트너링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주도권 확보

조직위원회 공지사항(5차)
공급자 참여기관 기술소개자료 제출 안내 및
참가기관 행사물품 제주현지 발송처 안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분야 최대의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기술거래 및 협력의 장인 “제16회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투자포럼 2018”이 2018년 7월 4일(수)부터 7월 6일(금)에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2층 아일랜드볼룸, 스톤홀, 윈드홀에서 개최되오니 국내 연구개발 관계자분
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비즈 포럼 등록 기한은 6월 12일까지이며 미팅&상담 신청은 6월 14일~6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바, 인터비즈 행사에 공급자 유형으로서 참가를 희망하시는 기업/기관 관계
자께서는 참가등록과 병행하여 제안아이템 소개자료를 인터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자 유형으로 신청하신 기업/기관 중 현재까지 제안사업 소개자료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시어 해당 제안아이템에 대하여 수요자의
충분한 검토와 원활한 미팅&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럼 관련 행사용 물품 사전 발송 위한 제주 현지 발송주소를 안내드리오니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 참여기업(기관) 제안사업 등록 안내
∎ 홈페이지 주소 : www.interbiz.or.kr
∎ 제안사업 등록방법 : 등록 접수 시 기본정보 입력 완료 후 ‘제안사업 입력’ 버튼 또는
마이페이지 ‘제안기술/아이템정보’ 메뉴를 통해 정보 입력
∎ 협조 요청 사항
1) 제안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시어 수요-공급자 양 기관 간 충분한 검토
를 통해 원활한 미팅&상담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제안사업별 PPT 발표 및 포스터 섹션 참여를 권장드리며, 발표를 희망하지 않으시더
라도 보다 많은 제안사업 정보 제공을 위하여 PPT자료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용 물품 제주 발송처 안내
제주 행사장(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 포럼 관련 행사용 물품 사전 발송을 희망하실 경우
참가기관/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어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636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추상우 과장(010-4726-0926)
※ 유의사항 : 발송대상 물품 겉면에 “업체명” 및 “인터비즈 포럼 행사물품”임을 반드시
기재 후 발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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