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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바이오·헬스)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GBIHN이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노기술(NT) 등이 의·약학분야와 융합되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정밀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세이며, 신기술 및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바이오·헬스)산업은 R&D 중심산업으로 기술 및 자본이 집약된
분야로 R&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정부에서 보건의료인재양성사업을 통해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글로벌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이에 동국대학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20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GBIHN)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1) 바이오메디컬 분야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글로벌 연수 프로
그램 개발 및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요발굴 3)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의 종합 DB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BIHN은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글로벌 보건의료 R&D 플랫폼 및 지원 프로그
램 운영을 통해 국내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
성 생태계를 만들어 냄으로써 보건의료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장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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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소개
0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혁신인재양성 사업 소개

03 센터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보건의료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보건의료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에서의 해외연수 또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글
로벌 감각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입니다.
* 보건의료 분야 : 재생의료,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건의료 기술인프라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로 지정된 동국대학교는 글로벌 R&D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보건의료 인재양성 사업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전

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2) 이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사업

보건 신산업 분야 중심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플랫폼 조성

02 보건의료 인재양성 사업 구조

01

02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혁신인재양성지원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04 5개 추진과제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02

03

06

목표
비전과 목표

• 본 센터는 국내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연구자 뿐만 아니라 재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세미나 개최 등 상호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을 활용하여 다자간 협력 연구분야 개척이 가능하도록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성공적인 지원센터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인재양성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기관
자율형
(유형1)

03

연구자
협력형
(유형2)

01

02

03

04

05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발굴·기획

혁신인재양성
성공모델 및
구축정보
확산방안 제시

인재양성
사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외 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구자 협력형
수행과제 연구활동
지원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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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에서는 국내·외 선도기관 협력 아젠다 발굴 및
Career Path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형 혁신 인재양성 성공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 한인 과학자를 포함한 학술세미나, 국내외 연수자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연구활동 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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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소개

Career Path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개발
01 석사 과정 : 재외한인 교류프로그램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기관자율형)
02 박사 과정 : 해외 선진연구 및 기술 습득 연수 프로그램 개발
03 박사 후 과정 : 국제 공동R&D 추진 연수 프로그램 개발
Inbound

Outbound

협력연구의뢰

협력연구의뢰

해외 연구자·연구기관

국내 연구자·연구기관

기업 / 대학기관 / 연구소

기업 / 대학기관 / 연구소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협력연구

바이오메디컬 분야
해외연구기관 및 재외
한인연구자
08

DB

네트워킹 구축

구축

국내 바이오메디컬
인력양성 프로그램수행
연구기관 및 연구자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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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소개
유형1 - 기관자율형 사업

0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란?
• 바이오메디컬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에서 미래 핵심분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고급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 1
기관자율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총 12개의 수행기관 선발
-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연수자(석사과정/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 선발
• 최대 12개월 연수 진행
-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해외기관 발굴 및 연수현황 지원·관리

1)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과제당지원액¹

석사과정

74 백 만원

박사과정

84 백 만원

•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에서는 연구자 협력형(Individual Researcher Type,Type2) 활동 지원
· 관리를 위해 사업 전문기관과 협력하고 해외 협력기관 발굴 및 국제공동연구를 기획합니다.

유형

인재양성사업 개요

지원내용

기관지원 연구/개인 연구자가 국외 기관연수를 통해
국제협력 연구프로젝트 수행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연수자 1인당 성과목표

연수보고서, SCI(E)급 논문, TOP conference 발표,
특허출원 中 1건 이상*

연수자 1인당 지원금액
지원대상

박사과정, 박사후

석사과정

연수보고서

박사과정

SCI(E)급 논문 또는 Top conference 발표
SCI(E)급 논문 또는 특허출원
*단, 논문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

10

박사 후 연구원

104 백 만원

최대 12개월 이내

한양대학교에리카

연수자 1인당 성과 목표

구분
박사과정
박사 후 연구원

SCI(E)급 논문 또는 Top conference 발표
SCI(E)급 논문 또는 특허출원
*단, 논문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

3) 연수 국가 및 기관 현황
참여기관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주요연구분야

NO. 연수국가

2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3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의과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밀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4

한양대학교에리카

한양대학교공과대학
(로봇공학과)

의료기기, 보건의료 빅데이터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University College
London, Nuffield Department of Population
Health(NDPH), University of Oxford 등

2

호주

University of Sydney, Curtin University,
University of Sydney Central Clinical 등

3

미국

Me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Harvard
Medical School, Wake forest Institutes, The
Johnshopkins University 등

4

일본

University of Tokyo, TheInstitute of Scientific
and Industirial Reaserch, Osaka University 등

5

아일랜드

6

캐나다

7

이탈리아

의료기기, 재생의료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의과대학,
나노과학기술대학

의료기기, 재생의료

6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고신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기, 정밀의료

*학위과정에 따라 다름

7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기기, 정밀의료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최대 1억 원 이내

8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약학대학

신약, 재생의료

9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의료기기, 정밀의료

10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의료기기, 재생의료

1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12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밀의료

연수 기관 현황

1

신약, 정밀의료

5

인건비 : 연수자 인건비
체재비 : 연수국가 체류에 필요한 비용
준비금 : 항공료, 비자발급료, 의료보험료 등 연수준비에 드는 비용
국내외 연구비 :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사용 비용

84 백 만원

연수자 1인당 성과 목표

NO. 주관연구기관
1

박사과정

지원 기간²

2) 성과목표

3) 총 12개 기관 현황

02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인재양성 사업 유형

과제당지원액¹

1) 과제당 지원액은 지원인원 학위에 따라 산출
2) 연구기간은 6~12개월이내

2) 성과목표

박사 후 연구원

구분

최대 12개월 이내

1) 과제당 지원액은 지원인원 학위에 따라 산출
2) 연구기간은 6~12개월이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1년에 총 24명의 개별연구자 선발
- 개별연구자(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가 자체적으로 해외기관을 컨택하여 연수 진행
• 최대 12개월 연수 진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지원센터에서 연수현황 지원·관리

지원 기간²

104 백 만원

구분

유형 2
연구자협력형

1) 지원 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박사 후 연구원

유형2 - 연구자협력형 사업

Trinity College 등

Dalhousie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등

University of Padova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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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Organization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조직도

• 실무협의체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 운영위원회

GBIHN은 보건의료 인재양성사업 활성화 및 가속화를 넘어
미래유망 글로벌 인재양성 생태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력양성
지원팀

-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협력문서 관리
- 연수학생 서류 정리 및 관리

글로벌
기획협력팀

- 협력 아젠다, 연수프로그램 개발, 해외기관 커뮤니케이션
- 학술 세미나 및 협의체 운영

- 전반적인 센터 업무
- 운영 체계 자문

운영
지원팀

공동연구 / 성과확산

해외협력 후보기관

12

- Johns Hopkins University
- University College London
- The University of Sydney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Stanford University
- University of Pittsburgh
- NIH(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
- Harvard Medical School
- Universe of Texas Health Science Center at Tyler
- The Institute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 Osaka University, Trinity College
- University of Padova
- Dalhousie University
- Singapore A-star 등

- 컨설팅, 학술세미나 개최 등 행정실무 담당
- 사업비 관련 행정 업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국제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플랫폼 운영
Career path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해외 우수기관에서 체득한 선진기술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융합형 고급인재 육성 지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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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5 Main Objective
글로벌바이오메디컬혁신인재양성지원센터(GBIHN) 주요 5대 추진과제 소개

01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기획

02 지원센터 및 구축정보 확산 방안 제시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기획은 국제협력 연구지원 및 우수 인프라를 활용한 다자간 공동연구 활성화 등의 환경
조성을 하고자 국내외 주요 분야별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아젠다 발굴·기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Career Path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과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해 인재양성사업 관련안내 및 정보 제공, 연수프로그램 수요 제안-기획 결과를 공유합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 지원이 가능한
커뮤니티운영, 국제교류 협력행사 등 센터포럼 및 세미나 개최안내를 포함한 글로벌 알림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아시아

아메리카

- 국내외 양방향 매칭 플랫폼 운영
- 협력 아젠다 제안 등
국내외 수요 발굴
- 개발된 협력아젠다 및
연수프로그램 정보 공유

유럽

글로벌
인재양성
커뮤니티

글로벌 연구
알림정보

- 센터 주최 학술세미나 홍보
- 재외한인과학자협회 / 단체 프로그램,
바이오메디컬분야 연구기관 소개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종합 DB 운영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유형2) 모니터링

01 재생의료
줄기세포, 조직공학 및 생체재료 연구

연구자 협력형
수행자 관리

센터 홍보

02 정밀의료
암 유전체분석, 나노바이오 센서 등
개인 맞춤형 연구

핵심가치
(Key Value)

03 신약

04 의료기기

백신치료제, 개량신약, 표적 약물 치료 연구

진단 및 첨단 의료기기, 의료영상처리

석박사
과정

05 보건의료 빅데이터

06 보건의료기술 인프라

공공건강, 유병률 등 건강수준, 희귀질환 등
빅데이터 연구

의료데이터 프라이버시 기술,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박사 후
과정

산업계
전문가
(기업)

• 회원 간 자발적 정보 소비자
및 공급자가 되는 체계

Human Network 장 제공

14

- 센터 소개
- 보도자료
- 센터 지원사업 활용 후기

• 연구 동향 및 자료
• 연수 상담
• 연구자 및 연구실 정보 제공
• 연구 애로사항 정보 공유
• 진로 고민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제안
• 양방향 Pinpoint 공동연구
수요매칭
• 타 사업 연계 지원 컨설팅

국제 공동 R&D 연구
활성화 기반 일자리 연계
• 기술자문
• 국제협력 R&D 참여
• 해외진출 정보 수집
• 인재 정보 수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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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5 Main Objective
글로벌바이오메디컬혁신인재양성지원센터(GBIHN) 주요 5대 추진과제 소개

03 협의체 구성 및 운영

04 재외한인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연수 현황,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Bottleneck)을 발굴하고, 사업 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본 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 재외한인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은 대륙별(미국, 아시아, 유럽) 네트워크 pool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럼·학술세미나
형태의 교류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기관자율형, 유형1)

(연구자협력형, 유형2)

글로벌 R&D 네트워크

바이오메디컬 연구자

네트워크 | 연구기관 및 연구소 등 정보 공유
소통창구 | 국내외 한인과학자 소통 지원
교류촉진 | 네트워크 기반 국내외
공동연구 등 교류 활성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기대 효과

국내외 보건의료 R&D
수요-공급 매칭

16

People

Program

바이오메디컬
국내외 양방향
인력 매칭

Enterprise

국제공동 R&D 기업
매칭을 통한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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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5 Main Objective
글로벌바이오메디컬혁신인재양성지원센터(GBIHN) 주요 5대 추진과제 소개

05 연구자 협력형(유형2) 수행과제 연구활동 및 성과 관리
• 연수자의 연구활동 및 성과관리는 온·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과제 연구지원 및 출국·귀국 여부 관리, 연수 중간
현황 점검, 성과 및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연수 전 연수자 관리
• 연수 예정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 추진
• 출국·귀국 여부 관리 등 연수계획 관리
• 연수기관 및 국외 멘토, 연수자 간의

연락망 구축

연수 후 성과 지원 및 관리
• 홈페이지 내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채용정보 제공
• 연수성과(논문, 특허 등) 현황 및 만족도

조사
• 국내 유관 연구기관 설명회 및 취업 탐색

멘토링 추진

연수 중 현황 파악 및
컨설팅 지원

05

Global R&D Platform

글로벌 R&D 플랫폼 : 협력네트워크 발굴 및 연수프로그램 기획 방법
GBIHN은 국내 및 국외 연구자분들을 포함하여 바이오메디컬 분야 국제 공동연구 등의 수요를
제안해 주시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협력 네트워크 발굴 프로세스
해외 연구자·연구기관

국내 연구자·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수요정보 제공

협력 네트워크 수요정보 제공

• 온라인 회의를 통한 연구활동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홈페이지를 통한 인재양성 사업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 분기별 연수현황 점검

연수자 간 교류활동 지원

GBIHN
• 국내 R&D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주제 탐색(원격 컨설팅 및 상호 현장 컨설팅 지원)
• 해외 R&D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주제 탐색(원격 컨설팅 및 상호 현장 컨설팅 지원)
• 협력 네트워킹 및 연수프로그램 연계지원(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세미나 및 워크샵 등)

• 네트워킹 데이 운영을 통한 연수 노하우 및

현지 정보 공유
• 멘토(재외한인과학자, 졸업생 등) 강연 /

오픈세미나, 패널토의, 소그룹
프로그램 운영

GBIHN은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공동 R&D 협력 기회 발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제 공동 R&D 협력 기회 발굴 예시

협의체 구축및운영

(연수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 등)

1. 수요 제안
2. 매칭 가능한 협력기관 검토

해외 한인
공학자

지원센터
협의체
글로벌
성과확산
네트워크

해외협력
파트너

3. 수요-공급 1:1 매칭 지원
4. 상호 교류를 위한 미팅 지원
5. 국제 공동 R&D 협력 발굴

18

재외한인
과학자협회

GTKOREA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유관기관
해외연구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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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Summary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총 정리

R&D

Production

국내 바이오메디컬
연구기관(연구자)
• 국제기술협력 희망기업/연구자
- 국제협력을 통한 시장 개척 등 추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인재양성

수행기관/ 연구자
- 글로벌 네트워크 DB 구축 및 정보 교류
- 인재양성 사업운영 정보 교류 및 성과확산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 국제공동 R&D 연계
- 협력 연구 아젠다 발굴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장
-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 및 협력 활동 수행

• 재외한인 과학자 Pool 구축
- 현지 협력 파트너 발굴 및 협력 활동 컨설팅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DB 구축 및 정보 교류
- 인재양성 사업운영 정보 교류 및 성과확산

20

Service
해외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연수 프로그램 기획

• 글로벌 인재양성 희망기관/ 연구자

Closed
Innovation
생태계

Marketing

Conversion
Network 생태계

GBIHN은 바이오메디컬분야 미래수요
대응 차세대 글로벌 인재양성 및
네트워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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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IHN Direction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오시는 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동국대병원 정문
위시티 입구
동국대병원 사거리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 서울역(1, 4호선, 공항철도) 버스환승센터 6번홈에서[1900,9703] 환승 - 동국대병원 사거리 하차
• 서울역(1, 4호선, 공항철도) 3번출구에서[M7119, 9703, 1900버스] 환위시티 입구 또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하차
• 구파발역(3호선) 버스환승센터에서[567, 9703버스] 환승 - 동국대병원 사거리 하차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
• 3호선 원당역에서 하차, 버스정류장에서[99번 마을버스] 환승 - 동국대병원 정문 하차
• 경의선 백마역에서 하차, 버스정류장에서[081번 마을버스] 환승 - 동국대병원 정문 하차

주차 안내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 주차비용 : 최초 30분 1,000원 / 10분 당 200원
• 문의 : 주차관리실(031-961-5486)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혁신인재양성
지원센터
Global Biomedical Innovation Human
Network Center, GBI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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