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차산업 의료바이오
CEO리더십 과정
의료바이오분야 새정부 정책방향을 듣다

과정 개요
과정명 : 2017년 4차산업 의료바이오 CEO리더십 과정
기 간 : 2017년 8월 30일(수) ~ 10월 25일(수)
대상자 : 국내 의료바이오 산업체 CEO 40명
장 소 : 인터콘티넨탈 호텔
금 액 : 350만원(VAT포함)
신청문의 : 이규환 연구원(T. 043-713-8871)

과정 배경
	4차산업 혁명에서는 ICT와 타 산업간의 융합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의료바이오 기업의 리더십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특히, 의료바이오 분야는 생명을 근본으로 보다 깊은 기술적 이해와 다양한 관계법령과
제도변화에 대한 대응, 혁신적 비전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십이 중요

과정 목표
	모든 분야가 연결되는 4차산업시대에 가져야 할 통찰력 제고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핵심 기술 동향과 새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이해
	세계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공동체 플랫폼 구축

과정 특징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구축
- 새정부 보건의료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최고 관리자로 구성된 강사진
- 국내외 의료바이오 선도 기업 최고경영 관리자들과 함께 참여

	사업화 전략 기회
- 4차산업시대의 신성장동력을 찾는 수요자 중심의 과정 기획
- 다양한 의료바이오 분야 오피니언리더들과의 융·복합 협업 플랫폼 구축 기회

	정책 제언
- 새정부 패러다임에 협력/대응하는 새로운 정책 제언 및 논의

과정 내용
회차

1

날짜

8월 30일 (수)

소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교 육 내 용

강 사

시간

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7:00-7:10

새정부 보건산업 정책과 지원방향

보건복지부
차관

7:10-7:40

강사와의 대화(조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발전

2

9월 6일 (수)
강사와의 대화(조찬)

3

새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
9월 13일 (수)
강사와의 대화(조찬)

4

5

9월 20일 (수)

9월 27일 (수)

해외 바이오제약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4차 의료바이오 대표리더
네트워크 데이(만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해외 바이오 제약
CEO

건강보험제도와 재정안정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새정부 의약품 허가 제도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강사와의 대화(조찬)

6

10월 11일 (수)

4차 산업혁명 대응 건강보험 정책방향
(바이오 신약 협상과정의 이해)

7

10월 18일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7:40-8:30
7:00-7:40
7:40-8:30
19:00-20:00
20:00-21:00
7:00-7:40

7:00-7:40
7:40-8:30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강사와의 대화(조찬)

8

7:00-7:40

7:40-8:30

강사와의 대화(조찬)
새정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산업
허가 정책 방향

7:40-8:30

7:00-7:40
7:40-8:30

제약산업 글로벌 신약개발 진출전략
(FDA 허가 및 미국 시장 진출 중심,
신약 글로벌 진출 Bottle Neck 해결 등)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종합토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연구중심병원협의회장

19:00-20:00
10월 25일 (수)

수료식 및 만찬
※ 상기 과정은 사정에 따라 날짜 및 강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00-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