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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생물공학회는 1984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생물공학 분야 

9,000여명 활동하는 국내 대표적인 학회입니다.  1,500여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춘/추계 국제컨

퍼런스 및 다양한 워크숍 개최, 부문위원회/지부별 심포지엄, SCIE급 논문 발행 등으로 회원 간의 학문적

·기술적 교류를 원활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물공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에 선도적인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5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한 제15차 세계생명공학대회(15th International

Biotechnology Symposium & Exhibition, IBS 2012) 개최, 2,000여명이 참석한 2015년 창립 3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전 세계 15개국 생물공학 단체와의 연구 교류를 통해 생물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학

기술의 국제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Activities

•People’s Republic of China
Collaboration with Chinese Society of 
Biotechnology (CSB)

•India
Joined The Biotech Research Society, India (BRSI)

•Indonesia  Joined Univ. of Indonesia
•Japan

MOU with The Society for Biotechnology, 
Japan (SBJ)

•Malaysia
Joined University Putra Malaysia (UPM)

•Mongolia
Joined National Univ. of Mongolia

•Nepal
Collaboration with Kathmandu Univ. of Nepal

•Philippines
Joined Univ. of San Carlos, Philippines

•Singapore
Joined National Univ. of Singapore

•Taiwan
MOU with Biotechnology and Biochemical 
Engineering Society of Taiwan (BEST)

•Thailand
Joined Thai Society for Biotechnology (TSB)

•Vietnam
Joined Vietnam National Univ.

•Europe
Networking with Europe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 (EFB)

•Tanzania
MOU with Tanzania Commiss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STECH)

•USA
MOU with Institute of Biological Engineering 
(IBE)

• Antibody Engineering and Cell Culture Engineering
• Bio-based Chemicals and Cosmetic Bioengineering
• Biomedical and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 Energy an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 Food Biotechnology
• Microbial and Bioprocess Engineering
• Nano-Bioengineering
• Protein and Enzyme Engineering
• Synthetic Biology and Metabolic Engineering
• Tissue Engineering and Biomateri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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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바이오공학  Nano-Bioengineering

■ 단백질/효소공학  Protein and Enzyme Engineering

■ 미생물공학 및 생물공정공학  Microbial and Bioprocess Engineering

■ 바이오화학 및 화장품 생물공학  Bio-based Chemicals and Cosmetic Bioengineering

■ 식품생물공학  Food Biotechnology

■ 에너지 및 환경생물공학  Energy and Environmental Biotechnology

■ 의공학 및 바이오제약공학  Biomedical and Biopharmaceutical Engineering

■ 조직공학 및 생체재료공학  Tissue Engineering and Biomaterial Engineering

■ 합성생물공학 및 대사공학  Synthetic Biology and Metabolic Engineering

■ 항체공학 및 세포배양공학  Antibody Engineering and Cell Culture Engineering

한국생물공학회는 1,500명 이상의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공학 분야의 최신 정보와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기술과 장비를 소개하는 국제적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전시 및 후원 참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다양한 현장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제

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술대회명  

일 정   

장   소 

참가규모  

주   최  

후   원  

홈페이지  

참가자 유형  

2022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22년 4월 13일(수)~15일(금)

대전컨벤션센터

1,500여명

한국생물공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www.ksbb.or.kr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관련 기업, 정부 관계자, 학생 등

연구분야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는 1,500명 이상의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바이오 공학 분

야 중 가장 규모가 큰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행사입니다. 관련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글로벌기업 

등 10,000명 이상의 참가대상군 사전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제품 홍보를 하는 절호

의 기회가 될 것이며 최신 동향 습득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

니다. 특히 전시회에는 물품구매담당자와의 현장계약체결이 진행되어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시장 

확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생명공학부문

관련 연구자

제조사, 판매자, 정책관련자

연간 100여개 전시업체

1,500여명 이상 

참가 예상

주최기관 및 관련학회

민간 및
국책 연구소

대학

중앙정부기관

지자체

국내외 관련 회사

예상 참가자



후원기대효과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는 생물공학 관련 전 산업군이 모이는 대표 학술대회로서 참가기업의 마

케팅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비즈니스 확대의 장입니다. 본 대회의 참여는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기회이자,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하여 비즈니스 및 협력 관계

를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 관련 

세계적인 트렌드를 확인하고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생물공학회의 학

술대회 후원사가 됨으로써 기업 브랜드의 국제화, 제품 신뢰성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생물공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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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분야의 

국내 대표학회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학회를 통한 

인력채용공지 및 추천

학회와 산업계의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 

및 주요 인사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국가과제 신청 시, 

관련 과제 전문가 

회원 매칭 

(전문가 POOL 시스템 )



후원 안내

| 혜  택 |

- 행사장 내 후원사  로고를 통한 광고

- 참관객에게 적극적인 기업홍보를 위해 이메일링 푸시 서비스 진행

- 후원사의 신제품 소개 및 유용한 자료 공유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광고  및  후원 사 이미지 강화

후원 프로그램은 후원 패키지와 기타 후원 형식이 있으며, 대회 개최 전 사전 홍보와 현장에서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귀사(기관)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자세한 후원 등급, 혜택, 기타 후원 형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후원패키지

후원/혜택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금액 3,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전시부스 3부스 제공 2부스 제공 1부스 제공 - -

9×2㎡/ 3×6㎡ 6×2㎡ 3×2㎡

회사소개영상 상영/온라인영상 ○ ○ ○

회

사

광

고

배너

홍보

학회 홈페이지 1년 고정 1년 고정 1년 고정 6개월 6개월

행사 홈페이지 1년 고정 1년 고정 1년 고정 1년 고정 1년 고정

명찰/명찰줄 내 로고 ○

스텝 티셔츠 내 로고 ○ ○

기념품 제작 ○ ○

현황판 제작 2면 1면

휴게실 내 회사 광고 ○ ○ ○

책자

 광고

국문지 내지 내지 내지

소식지 내지 내지 내지 내지

프로그램북 표지 내지 내지 내지 내지

행사장 현수막 전면광고  大  大 中 中 小

무료 등록 및 숙박 제공 5인/3실 4인/2실 3인/1실 2인 1인

현장 전시 부스 or  

온라인 전시 부스
(동영상,이미지파일,URL 등 단독 
홍보 공간 )   

DIAMOND 급
공간 배치  

PLATINUM 급
공간 배치  

GOLD 급
공간 배치  

○

○

○

○



후원 안내

Session 후원 패키지

구 분
공동개최

기 타
A B C

약정금액 5,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공동주최 20,000,000원 발표장, 만찬장 및 행사장 보드광고 등

Keynote Speaker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특별세션 운영 (2 sessions)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특별세션 운영

무료등록 (10인) (5인) (3인) 학회 모든 프로그램 참석 가능한 Free Pass권 지급

전시부스 (현장/온라인 선택) 8,000,000원 6,000,000원 4000,000원 무료제공 부스 외 추가 신청시 50% 할인

휴게실 후원사 광고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전시장 내에 기관명으로 제공되는 휴게 공간

프로그램 북 내 칼라 광고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프로그램집에 광고 게재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현황판 제작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포스터 발표장 중간에 설치되는 
중간 광고

소개영상 상영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행사장 및 홈페이지 내 소개영상 상영

소식지, 국문지 내 칼라 광고 소식지 및 국문지에 무료광고 게재

명찰/명찰줄 광고  5,000,000원 행사등록 명찰에 로고 인쇄

기념품 제작 5,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제작 기념품에 기관 로고 인쇄

현수막 단독 홍보 3,000,000원 3,000,000원 3,000,000원
행사장 내 모든 현수막, 현황판 주최기관에 

기관명 게재

총 금액 7,590만원 4,795만원 3,857만원

Session 후원

구 분 세션수 금액 사용용도 처리방법

사업단 1세션 5,000,000원 세미나 개최비
(장소사용료, 인쇄비,

현수막, 식대 등)

카드, 계좌이체
(직접결제)

기업 1세션 7,000,000원

Speaker 후원

구 분 아시아권 미주·유럽권

Keynote Speaker 1,000,000원 3,000,000원

Plenary Speaker 3,000,000원 5,000,000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스폰서 홍보 1년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학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1년



후원 안내

런천 세미나 : 300만원

학술대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 및 제품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학회는 공식적인 점심제공이 없기에 귀사에서 진행하는 런천세미나는 등록자가 대부분 참석합니다.

구분 내용

일시 2022년 4월 14일 (목), 15일 (금) 점심시간 약 1시간 내외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진행내용 제품/신기술 홍보, 인력채용 안내 등 

제공내역

1) 런천 세미나 단독 사전 홍보-회원 이메일 및 현장홍보

2) 발표장, 발표장비 (빔프로젝터, 노트북 등) 및 진행요원 2명 지원

3) 브로셔 배포

4) *중식 (도시락 혹은 샌드위치) (최대 100인분)제공

비용
3,000,000원 / Session당

*중식 제공 대행 (도시락 혹은 샌드위치 제공 : 추가 2,000,000원 소요)

※온라인 발표로 진행할 경우 학회에서 세션 준비 사항을 추가 안내드립니다.

바이오는 우리손으로!!! (학생파티) : 300만원

한국생물공학회는 국내외 바이오 전공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바이오는 우리손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의 후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광고의 효과와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일시 2022년 4월 14일 (목)저녁시간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진행내용 제품 신제품 홍보, 인력채용 안내 등 

제공내역

1) 홍보 동영상 상영

2) 단독 사전 홍보-회원 이메일 및 현장홍보

3) 피자,치킨 등 제공

비용 3,000,000원



WELCOME RECEPTION : 500만원
환영연은 학생을 제외한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간친회입니다. 참가자들은 환영연을 통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간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환영연에는 VIP, 초청 연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우수연구상 : 500만원
귀사 명으로 제공되는 시상으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에 대한 후원입니다. 시상식에서 귀사 대표

자가 초청되어 직접 시상 및 홍보가 진행됩니다.

현황판 광고 : 200만원
행사장 로비 중간에 판넬 (1*2m)로 설치되는 광고는 귀사를 더 돋보이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 후원 : 300만원
행사 기간 중 참가자들에게 수시로 제공되는 휴게실의 커피, 스낵 등에 관한 후원으로 휴게실 장소 내에 후원사 홍보 배너가 

설치됩니다.

폐회경품 후원 : 200만원
폐회식 때 제공되는 다양한 경품 행사는 학회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행사입니다. 경품후원을 통해 귀사를 다시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념품 후원 : 200~500만원
행사 전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에 귀사 명이 삽입됩니다. 기념품은 등록대에서 핸드북과 함께 제공됩니다.

무료제공내역

- 후원사 대표 임원 1명에 VIP 테이블 좌석 배정

- 사회자의 후원사 소개

- 대회 홈페이지에 회사 로고 및 링크 삽입

- 프로그램 북 내 무료 광고 게재

후원 안내



전시 안내

이번 전시회에는 1,500명 이상의 참가자 예상되며, 전시 참여기업의 제품 및 기술 홍보, 기업 이미지 노출 증대, 시장 확장

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기회이자 현장에서의 제품 계약 체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드릴 예정입니다. 부스는 기본 부

스와 독립부스로 구성되며, 부스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단위 공간은 크기 6㎡(폭 3m X 길이 2m)로 제공됩니다. 

전시 개요

■ 일시 : 2021년 4월 14일(목)-15일(금) (현장) ■ 장소 : 대전컨벤션 센터

참가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ksbb.or.kr

전시비 납부신청 접수확인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팩스: 02-557-2164

독립부스 기본조립부스

면적만 제공 면적+기본장치 포함

•3m×2m (가로×세로) 공간
※부스 높이는 최대 5m로 제한함.

•테이블 : 사각 테이블 1부스당 2개 제공
•의자 : 1부스당 2개 제공
•전기 : 부스당 1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바닥 : 파이텍스 제공

•규격 : 3×2×2.5m(가로×세로×높이) 조립 시스템 부스 설치
•테이블 : 사각 테이블 1부스당 2개 제공
•의자 : 1부스당 2개 제공
•전기 : 부스당 1kW, 콘센트 220V(2구) 1개 제공
•조명 : 100W 스포트라이트 3개, 40W 형광등 1개 제공
•바닥 : 파이텍스 제공
•간판 : 국영문 상호간판 2.93m×22cm(가로×세로)

※테이블보, 익스텐션 코드, 장식부착물 등은 자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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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분 류 독립부스 조립부스 도서전시

1부스 2,000,000원 2,500,000원 1,000,000원
6×2m((가로×세로) 공간 제공

테이블/의자 필요수량 제공
홍보 배너 설치

2부스(10% 할인) 3,600,000원 4,500,000원

3부스(20% 할인) 4,800,000원 6,000,000원

* 부가세 10% 별도

*  온라인 부스는 기본적으로 기업 당 조립 부스 비용으로 적용하며, 1개 이상 부스참여의 경우 학회로 별도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 부스 크기와 레이아웃 변경)

※ 온라인 부스는 기본적으로 기업 당 조립 1개 부스로 적용 하며, 1개 이상 부스참여의 경우 학회로 별도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부스크기와 레이아웃 변경)



온라인 전시(E-Exhibition) 안내

온라인 전시 (E-Exhibition) 부스

온라인 전시 (E-Exhibition) 컨텐츠



광고 안내

광고비 (1회 기준)

개재지명 BT NEWS 프로그램북
학술지

BBE (영문지) KSBB Journal (국문지)

발간수 2회/년 2회/년 6회/년 4회/년

사이즈 180mm×251mm 145mm×205mm 258mm×278mm 258mm×278mm

앞표지내면(표2) 2,500,000원 3,000,000원  2,500,000원 2,500,000원

뒷표지겉면(표4) 2,500,000원 3,000,000원  2,500,000원 2,500,000원

뒷표지내면(표3)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내 면(color) 1,5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 4회 신청시, 1회 무료

내 면(반면/color)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4회 신청시, 1회 무료

홈페이지 배너 등록 6개월 (무료)

* 부가세 10% 별도

프로그램 북

프로그램북은 대회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가 일정을 계획하기 위하여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프

로그램북에는 구두/포스터 발표,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기조 강연, 전시 등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수

록됩니다. 프로그램북은 대회기간 중 참가자들이 대회 일정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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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News 

대회에서 배포되는 소식지  BT News는 생물사업 분야의 최근 동향 및 정보교환, 학회 소식 및 기업체 

근황 등을 회원 분들과 관련 기관 및 기업체 종사자 분들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호마다 약 

3,000부가 발간되며 바이오관련 국내학회에서 발간되는 소식지 중에는 최대 규모로 기획특집, 최근 연

구동향, 관련 기관/단체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술지

본 학회는 생물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학술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정기적으

로 BBE와 KSBB Journal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SCIE급 영문저널인 BBE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는 1997년에 창간되어 매년 6

회를 발간, 연 100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고 KSBB Journal는 KCI 등재지로 

매년 각 4회를 발간, 학계, 연구소, 산업계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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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후원안내서



• 후원 및 광고 안내서 • 15

바이오분야의 기술혁신, 바이오의 산업화, 

바이오의 대중화를 이끄는 한국생물공학회!

국제화를 선도하는 한국생물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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