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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 개요

□ 설명회 개요

○ 일시 : 1.17(목)~18(금) 이틀간

○ 장소 

- (17일)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지하 2층)

- (18일) : 서울 KOTRA 국제회의장(지하 1층)

○ 참석자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제약·ICT 기업 관계자 200여 명

○ 주최/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프로그램(안)

① 1일차(1.17) : 의료기관·ICT기반 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개회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14:05∼14:10 환영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Session 1. 의료서비스 진출 지원

14:10∼14:50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계획 및 공고 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GHKOL 컨설팅 지원사업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인턴십 지원사업

14:50～15:00 거점공관 지원사업 및 국제입찰 지원사업

15:00∼15:10 몽골사후관리사업 및 나눔의료

15:10∼15:4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원사업 KIND

15:40∼15:50 질의응답

15:50～16:20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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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일차(1.18) : 제약 진출 지원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개회사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

10:05∼10:10 환영사

KOTRA
혁신성장본부장
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지원사업

10:10∼10:30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30～10:40 거점공관 지원사업 및 국제입찰 지원사업

10:40∼11:00
사례발표①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및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 JW중외제약

사례발표② 해외제약 전문가 초빙 및 활용사업 지엘라파

KOTRA 지원사업

11:00∼11:40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KOTRA

사례발표 일동제약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지원사업

11:40∼12:00 해외진출 지원사업 의약품수출입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12:00∼12:20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12:20∼12:30 질의응답

Session 2.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지원

16:20∼16:35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35∼16:50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개발 사업

16:50∼17:00 질의응답

17:00～17:20 휴식

Session 3. 의료기기 진출 지원

17:20∼17:30 거점공관 지원사업 및 국제입찰·정부조달 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30～17:40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 시뮬레이션관 운영사업 및
의료기기 해외진출 공모사업*

* ①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지원, ② 의료기기 신흥국 시장진출 지원,
③ 의료기기 유망기술 글로벌 사업화 지원

17:40～17:50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17:50∼18: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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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 주요 해외진출 지원사업 현황

□ 주요 지원사업 현황

< ①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

○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단계별·규모별* 소요비용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

(1월, 4월 2차례 공고 예정)

- 올해부터는 GHKOL 전문위원을 활용,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희망 기관들에 한해 심화 컨설팅 지원

* GHKOL :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57명의 지역·분아별 민간

전문위원이 활동 중

○ (GHKOL 컨설팅 지원) 신청 의료기관 등에 무료 컨설팅 지원

(기관당 2개 사업, 사업당 6회 이내)

< ②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 의료기관·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현지 시범 적용사업을 

3억 원 내외로 지원(1월말 공고 예정)

○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모델개발) 의료기관·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ICT융합 서비스 모델의 현지 적용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실제 적용 사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1월말 공고 예정)

< ③ 의료기기기업 해외진출 지원 >

○ (한국형 의료기기 통합 시뮬레이션관 운영) 아랍헬스(1월) 등 주요 

해외 전시회와 연계하여 한국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

*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등 가상의 의료 환경을 한국산 제품으로만 구성하여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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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글로벌 기업 및 신흥국 시장 진출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또는 신흥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의료기기

기업에게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공고중)

* 인허가 획득, 현지법인진출, 공동또는위탁연구개발(R&D) 등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

○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의료기기 국제규격(사용적합성) 개정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력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용

적합성 평가 컨설팅 및 테스트 소요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공고중)

< ④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 >

○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중소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기술 이전 등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현지 법인 설립 비용, 의약품 수출

품목 생산시설(GMP) 고도화 및 국제 조달시장 사전 적격심사

(WHO-PQ) 인증 획득 비용 등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K-Pharma Academy) 전략국 의약품 인허가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1월「한-ASEAN 특별

정상회의」계기에, 동남아시아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

○ (민관합동보건의료협력사절단)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현지에서 

정부간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민간 비즈니스 포럼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동유럽·CIS 주요국으로 파견 예정

* 이를위해 ‘18년 11월 해당지역인허가정책담당자초청연수(K-Pharma Academy)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