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절차

2017년도
제약산업 정부 지원사업
안내

신청·접수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기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한
 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기업 계약체결
•사업비 선급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선정기업

최종점검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과 현지 유통사와

요건 검토
•신
 청기업의 자격 및
요건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 해외 현지화 지원사업을

선정평가
•제약기업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약산업 정부 지원사업 안내

중간점검
•추진상황 중간점검 및
현장방문 등 실시
- 이행실적조사, 변경 · 중단, 취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행실적 최종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완료
•사업비(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 : 043-710-0021, Fax : 043-710-0001
E-Mail : kwonak@khidi.or.kr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사업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
사업목적

사업목적

신청자격

해외시장 경험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 기술이전, 마케팅 지원 등 전문적인
해외 현지 타켓 중심의 전략적 컨설팅 지원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컨설팅 추진 및 예정인 제약·바이오벤처 기업
| 컨설팅 전문기관이란? |

사업내용
글로벌 R&D기획, 글로벌 임상, 해외 인허가, 해외 라이선싱,
글로벌 마케팅 및 해외M&A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 소요비용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대상

① 글로벌 R&D기획 ② 글로벌 임상
③ 해외 인허가
④ 글로벌 라이선싱
⑤ GMP(Mock Inspection(모의실사) 컨설팅은 제외)
⑥ 글로벌 마케팅
⑦ 해외 M&A
⑧기타
•제약분야의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제약·바이오 벤처기업
* 컨설팅 신청 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제약산업분야의 R&D기획, 임상, 인허가, 의약품 품질규격(GMP),
마케팅, 기술이전, M&A 등과 관련하여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법인)

• 컨설팅 지원 신청 기업(제약기업)은 신청 전 전문 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
• 컨설팅 기관은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컨설팅 기관(법인)이어야 함

가산점 및
우대사항

추진 방향
• 신흥국(수출전략국) 진출시 국내 제약기업의 현지 파트너사와의
컨소시움 구성, 한국의약품 수입·유통기관 설립 지원

• 제약기업의

수출 전략국 현지화를 위한 현지 협력사 발굴
지원

•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기업 매칭율 100% 이상)

• 진출 대상 국가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 신흥국
* 사우디아라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브라질, 베트남, 말레이시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 우대 (가산점: 5점)
•국내 컨설팅 전문기관(CRO 등) 참여 시
우대(가산점: 3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보고

결과

태국, 필리핀, 인도 등

컨소시엄
구성

컨설팅 전문기관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적격심사(WHO PQ)
3 국제
인증 획득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 대상 WHO PQ를 획득하기 위해 계획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사업내용

*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제약기업

• 지원 내용 수출품목 cGMP 또는 EU GMP 모의 실사(Mock
Inspection) 소요 비용의 최대 50% 지원

*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 규모 컨소시움 당 최대 2억원 지원
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수출품목의 cGMP 또는 EU GMP 인증의 획득·
갱신을 위해 모의실사를 계획, 준비 중인 국내 제약기업

1 신흥국 대상 한국의약품 수입·유통기관 설립지원

추진체계

2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
* 기업부담금 : 정부 지원 금액의 100% 이상 매칭 필수

• 제약기업의 신흥국등 수출 전략국 진출을 위해 의약품 수출
품목 인허가 획득 및 GMP 인증 지원

신청요건

지
비용

지원
금액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중남미, 중동, 아시아) 시장 진출하기
위해 현지 유통사와 합작 법인 설립, 협력사 발굴, 수출 품목 등록
관련 해외 현지화 지원

• 지원 내용 신흥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제약기업(단일
또는 복수의 기업)이 현지 허가·등록·마케팅 등 관련
파트너사와 컨소시움 구성하여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
기관 설립(Joint Venture 설립, M&A 등) 하는 경우, 한국
의약품 수입·유통기관 설립 비용 최대 50%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조달시장 WHO PQ(사전 적격심사) 승인
비용 지원

4 수출전략국 현지파트너 발굴 지원
• 지원 규모 기업 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신흥국(수출전략국) 진출 및 현지화(법인설립 등)
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
• 지원

내용 국내 제약기업이 신흥국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현지파트너사 발굴 지원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 강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