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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개요

□ 목적

ㅇ 병원의 우수한 역량 및 인프라를 활용을 통한 창업, 기술실용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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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ㅇ (지원대상) 보건의료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료기관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입주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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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과제 추진비 지원

ㅇ 협력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플랫폼 홍보 및 병원-기업 간 상호 네트워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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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개 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 현황

구분 ①고대구로병원 ②동국대일산병원 ③아주대병원 ④인제대부산백병원 ⑤전남대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60

구축시기 2019년 7월 15일 2019년 7월 15일 2019년 7월 5일 2019년 8월말 예정 2019년 8월 말
구축규모 538㎡ (약183평) 176.367㎡ (53평) 544.57 ㎡ (165평) 264.5㎡ (80평 ) 400㎡ (121평)

병원 
환경

융복합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
케어 개방형 혁신 거점 의료 
클러스터로 개방형 협력연구 전
주기 지원 인프라 보유(연구중심
병원 차세대신약, 정밀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 R&D 플랫폼 등)
과  G밸리 지역 기반의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보유 

생명과학분야가 집적된 특화 
캠퍼스 보유(의과대학, 약학대학, 
일산 바이오메디 캠퍼스 등)
특히, 바이오메디캠퍼스를 활용한 
임상시험, 제품테스트 및 창업
보육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약160여개 기업 수용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판교테크노밸리, 경기남부 권역

외상센터 등 지자체 및 지역사회 

병원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연구협력 및 인프라 공유 가능

부산, 울산, 경남 등 인근지역
(김해의생명센터, 부산·울산·경남 
테크노파크)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가능, 
기업-병원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동(4층 건물)을 신축하여, 보육 
및 산업지원 기능 강화 

전남대병원에 구축된 19개의 
기획사업단, GIST/전남대학교와 
협력연구 네트워크, 광주 특화 
의료산업(생체의료산업, 광
기반 의료기기산업), ‘19년 
비예타 사업으로 선정된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주요기능
병원의 우수한 역량과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임상의 자문과 컨설팅, 공동연구, 전임상/임상시험 지원, 제품개선, 기술 마케팅, 투자연계, 

교육 등 각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육성프로그램 운영 

병원   
주요

인프라

고대의료원(구로, 안암, 안산),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 임상시험
센터,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센터, 
K-MASTER 사업단, KU-MAGIC 
연구원, BiSPH 사업단,  등

개방형 실험실, 창업보육센터, 
바이오메디캠퍼스, 전/임상
시험센터, 의료기기개발촉진
센터 등

개방형 실험실,  실험동물연구센터, 
글로벌 임상시험/의료기기센터, 
의료정보 빅데이터센터,  아주 
중개오믹스센터, 인체유전체
자원센터, 의과학연구소 등

개방형 실험실, 임상시험센터, 
안과질환T2B기반구축센터, 
뇌은행,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등

개방형 실험실, 전임상실험실, 
임상시험센터,의료기기임상시
험센터,인체유래물은행, 뇌은행,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고령
친화산업지원센터 등

개방형 

실험실 

주요시설 

및 장비

Wet bench 10개, dry bench 
18개, 공용실험장비 40여개
(세포와 진단 부석장비 등) 
기업 보육공간 17개 등 구축
공용 사무공간 2개(회의실 등)  

Wet bench 41개, Clean bench 7대,  
공용실험장비 25개(고속원
심분리기 등), 기업 보육공간 
(desk)12개 등 

Wet bench 18개, dry 
bench 18개, 공용실험장비 
30여 종(현미경, 실험·분석장비 
등)
기업 보육공간 10개
공용 사무공간 1개(회의실)

공용실험장비 44여종 62개
(약물 분석 장비, 조직분석
장비 등), 창업 입주공간 11실 등 

Wet bench 12개, dry 
bench 6개, 공용실험장비 20여
개(초고속 유세포 자동분리기 등)
공용 사무공간 6개((운영사무실, 
세포배양실, 홍보전시실 등) 등

입주현황
클라리파이, 청암메디칼, 유엠

아이옵틱스, 레드서브마린, 코어다 

등 17개 기업 

㈜신우메디슨, 티아이, ㈜엔테
로바이옴, ㈜순진, 코이빅 
등 11개 기업 

에이템스, 젠센, 지노바이오 

등 10개 기업

㈜케이피씨, ㈜바이오네틱스, 
㈜유스바이오팜, 퓨쳐메디신
(주) 등 11개 기업

㈜바이오솔루션, ㈜바이원, ㈜리

본메디컬, ㈜바이오트코리아 등 

12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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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방형 실험실 입주 유망기업 사례

□ 제약 13개, 의료기기 32개, 의료관련 IT・전자 6개, 화장품 5개, 기타

의료서비스 5개 등 5개 분야에 61개 기업 입주예정

□ (에이템스(주), 대표자 박상혁) ‘18.1월 창업

ㅇ 세포치료제 및 유착방지제 개발중(임상시험 진입단계)

□ ((주)젠센, 대표자 이성호) ‘18.7월 창업

ㅇ 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건선 등 자가면역 질환 및 염증성 질환 

치료용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중

□ ((주)클라리파이, 대표자 박현숙), ‘15.2월 창업

ㅇ 인공지능(AI) 잡음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선명한 CT 영상으로 재

구성하는 솔루션 개발(식약처 인허가 획득)

□ ((주) 엠디헬스케어, 대표자 김윤근) ‘14.10월 창업

ㅇ 세균유래 나노소포 기술을 핵심으로 하여 마이크로바이옴 메타게놈

분석을 통한 질환 진단 시스템 개발 중

□ ((주)레드서브마린, 대표자 정문기) ‘14.12월 창업

ㅇ 생체신호(맥박, 산소포화도 등) 검출을 위한 하이브리드 광혈류측정

(PPG) 모듈 기술 보유, 센서 기반 모듈 개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