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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개요

□ 목적

ㅇ 병원의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을 통한 창업, 기술실용화 활

성화 및 병원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국비 8억 원, ‘19.3월~12월(10개월)

* (‘19년) 총 5개 기관, 기관당 정부지원 8억 원, 기간 10개월

ㅇ (지원대상)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

하고 있는 의료기관

ㅇ (추진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담기관*), 주관기관(병원)

* 주관기관 선정평가, 사업 관리 및 성과평가, 협업 네트워킹 지원 등

□ 지원내용 

ㅇ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주관기관이 되어 보건의료분야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지원

ㅇ 개방형 실험실 설비 및 운영: 10개 기업이 동시에 활용 가능한 실험실

시설, 장비 등의 설비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 본 사업을 위해 별도의 실험실을 구축해야하며, 旣 구축된 병원 내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참여인력 연구비 지원: 전담인력 구성 및 임상의-기업 협력 연

구과제 추진비 지원

ㅇ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플랫폼 홍보 및 병원-기업 간 상호 네트워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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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우수한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갖춘 클러스터가 지역 내 의료인 등

기술창업 및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창업 기능 활성화

□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국비 8억 원, ‘19.3월~12월(10개월)

ㅇ (인큐베이팅 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

ㅇ (추진체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담기관*), 주관기관(클러스터), 협력기관(병원)

* 주관기관 선정평가, 사업 관리, 성과평가 등

□ 사업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 프로그램 내용

필
수

아이디어공모전 ㅇ창업기업의 발굴 (10개 이상)
* 연구자 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입주서비스지원 ㅇ창업기업 입주 지원(5개 이상)

시설·장비이용
및서비스제공

ㅇ연구장비·시설 제공
ㅇ시험분석지원(장비사용료, 시험분석료)
ㅇ시제품제작 지원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촉진

ㅇ산학연병 협력 연구회 운영
ㅇ클러스터-병원-연구기관-대학-혁신창업센터등네트워킹 촉진

병원연계
서비스지원

ㅇ의료진 중심의 임상디자인 컨설팅
ㅇ기술개발 및 제품개발 컨설팅

혁신창업센터와
연계․협력

ㅇ사업 주관기관 전담인력(PM)은 창업센터와 연계․협력*
* 기술창업펀드 등 VC 투자, 기술이전, 기술가치평가 등

선
택 기타주관기관

지원프로그램
ㅇ판로개척 지원 등 선택사항의 ‘기술사업화 촉진지원 프로
그램(예시)’를 활용하여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