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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Beyond Limit, Better Life
한계를 넘어 더 행복한 삶으로!

의생명산업 가치를 함께 실현해갈 동반자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전천후 서포터!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이 

가야왕도 김해의 새로운 미래를 그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사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은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의 

통합으로 지난 2017년 출범했습니다.  

의생명센터는 개관 이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의생명 분야 노하우  

축적,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 관련 기업의 빠른 성장과 집적화 등으로  

동남권 의생명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처럼 의생명산업은 김해의 경제를 이끌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했습

니다. 김해시는 의생명산업을 향후 김해시 7대 산업으로 진입시킬 예정

이며 원주, 대구, 오송과 더불어 의생명클러스터 4대 거점도시로의 발돋

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해시가 의생명센터와 함께 의생명 분야

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강소기업 육성, 창업 지원, 김해 기업들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애로 

해소에 앞장서며 김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체계적 기업 지원과 신사업 발굴 및 시행,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해시와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은 의생명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이사장 

허 성 곤

“의생명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Vision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President’s Message

‘일자리 경제 도시 김해’ 선도

전국 4대 의생명산업 거점 도시 & 전국 최고 기업도시 도약

의생명 클러스터 조성으로 

동남권 의생명산업 선진화

일자리 많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혁신

전략적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과 융합을 통한 

미래 고부가 신사업 창출

Great Challenge
Innovation 
for Future 

Best Strategy 
Future 

Technology

김해의생명센터

의생명산업 기반 구축

특화 전략산업 육성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기업 애로 해결 및 성장 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Performance

국책과제 수상 부대시설 이용 대관수입

센터 연간 방문객

교육생 배출

세계일류상품 생산 기업 배출

보건 신기술 인증 관외 기업 유치

지원 규모

363건 68억 원 규모 47개 기업 
6건

2019년 5월 현재2019년 5월 현재

1억 원

3만 명

183개 기업 대상

62건

수주

•국비 359억 원

•도비 154억 원

•시비 290억 원

892억 원

수주 금액

김해의생명센터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한메드 ㈜드림콘

2010~2011년
전국 특화센터 경영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전국 1위
연구시설 장비 운영관리 

전국 357개 기관 중 1위 기관 선정

2019
2019 대한민국 메디컬헬스케어대상 

의생명산업창출 부문 선정

전국 53건 중 11%

지원 기업

민원 처리

창업 성과

39개 기업

신규 창업

50건

창업자 포함 일자리 창출

2017년 2018년2016년

91건 131건 141건

1,699개 기업 9.3% 증대

지원 업체 매출액 

2016~2018년

2018년 돌파

3,490명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 독일(MEDICA)

 · 두바이(ARAB Health)

 · 태국·싱가포르(MFA)

선진 의료기술의 발전동향 파악 및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추진

해외지사화 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지원

글로벌 R&D 및 시장조사, 인증 지원, 신제품 

개발 등 세계일류제품 생산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한 다양한 기업의 

해외 진출 모색

김해시 수출 주력산업(기계·금속,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소비재 등) 전시회 참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주력 수출국 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정보 검색 및 제공을 통한 

진성바이어 매칭 개선 지속 추진 

국제 전시회 참가 해외 진출 해외 전시회 단체/개별 참가 지원

From Local To Global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은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합니다. 

선진 기술의 발전상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세계 유수의 

기관과 신기술 개발을 도모해 왔습니다.

Performance

해외 연구기관 및 의생명산업 관련 업체와 

상호협력 진행

2016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고든의료영상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세계적인 의료기기 제조업 강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국제공조 지속 추진 중

국제 협약 





김해의생명센터는 의생명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 기업 및 창업 지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의 허브로서 동남권 의료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곳입니다. 

의료기기를 연구하고, 생산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나 의료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십시

오. 김해의생명센터가 그간 구축하고 축적한 의료산업 연구·생산 인프라

와 산·학·연·관·병원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셔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으로  

우수기업 및 차세대 유망기업을 유치, 동남권 경제 중심 도시 도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원스톱 기업 지원 해결사 역할을 위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기업 성장, 수출 지원, 소상공인 지원, 창업·창직 지원, 산업정책 싱크 

탱크 역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생명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재단,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원장

윤 정 원

“의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재단, 

 기업 맞춤형 지원센터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Organization

기업
성장팀

통상
교류팀

창업
지원팀

이사장

감사 이사회 

원장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김해의생명센터 경영지원실

연구
기획팀

의생명
산업팀

융복합
산업팀



전국 4대 의료산업 거점도시 김해! 

의생명산업 육성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 구축, 

의생명융합 신사업 기획 및 발굴,

의생명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으로

동남권 의생명산업 발전을 

선도합니다. 

 For Better Life

김해의생명센터



의생명센터동 테크노타운동

입주

요건

입주

혜택

김해의생명센터 

	 첨단	의생명융합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의생명산업	경쟁력	제고

 의생명산업 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의생명산업 

허브 구축

VISION

발전단계별 추진 계획

의생명산업 기업체, 식약처에서 발급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GMP인증서 보유 기업

시·군청에서 인증한 치과기공소 개설 허가증 보유 기업 

예비 창업자 또는 의생명 분야로 업종 전환 희망 기업

개관 | 2008년

규모 | 부지 17,886㎡, 연면적 3,587㎡(지상 2층)

입주 업체 | 18개 기업

개관 | 2012년

규모 | 부지 6,016㎡, 연면적 8,924,㎡(지하 1층, 지상 8층)

입주 업체 | 16개 기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시제품 생산 및 연구분석 장비 지원, 전시회·홈페이지 등 마케팅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기술·특허·인증 지원 등 센터 운영 사업 우선 지원

세미나실 등 관련 시설 제공, 김해시 기업 지원 자금 적극 추천(운영 및 시설 자금 등)

의생명 재단법인 설립

R&D 환경 구축

(의생명센터 출범)

의료기기 생산 환경 구축

(테크노타운동 설립)

기업 입주 환경 구축

의생명 특화산업단지 조성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설립)

우수기업 유치 및 100대 기업 육성

의생명융합산업 집적화

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헬스케어 빅데이터 조성

암 표적물질 산업화

김해시 7대 전략사업 진입

의생명융합산업 중심 도약

의생명융합 클러스터 구축

정밀의료, 헬스케어/웰니스 산업 특화

우수 연구기관 유치 및 핵심 

기술력 강화

2006 - 2012
2013 - 2022

2023 -

기반 구축 단계

활성화 단계

고도화 단계

의생명융합산업 생태계 확산

(재단 성장 활성화)

의생명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의료기기 산업 4대 거점)

재단 태동 및 성장기



정밀의료 공동연구

김해의생명센터 주요 사업

현장 맞춤형 의생명 교육

기술 개발

기반·장비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창업 보육

기업 집적화

의생명 기반 구축 (의생명센터, 의생명테크노타운,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특화분야 장비 지원(분석, 소재, 재활, 덴탈 의료기기)

기업·대학교·기관 

공동 연구개발 추진

업종 전환 

특허, 인증, 디자인 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국내외 전시회)

김해의생명센터 기능

김해-하버드  

바이오이미징센터 개소

하버드 연구진과 

공동연구 수행

형광이미징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연구

3년간 12억 원 투입, 

35조 원의 의료영상 시장 선점 

형광 표적물질 및 

형광 영상시스템 개발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풀뿌리기업육성사업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

김해 지역경제 활성화 

김해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참여지원기관 

경남테크노파크

총괄주관기관 

김해의생명센터

참여기업 

㈜태성정밀

참여기업 

모젠코리아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

김해시 연고산업 육성

인체공학기술 적용 생활편의 건강증진 제품 

개발 및 기업 지원

생산품 다변화로 매출 신장을 이루는 

‘Multi-player 생활제품 생산기업’ 육성

메디컬디바이스 실용화센터 건립을 통한 

의료기기  제조 GMP 환경 구축 및 기업유치 환경 조성

의료용품 및 재활기기 관련 지능형기계 기반 

생산시스템 구축과 시험평가 장비 구축

사업화 지원

R&D(금형)

인체공학기술

R&D(전자)

김해 특화산업의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김해의생명센터 주요 사업

생활편의·

건강증진 제품



지역클러스터 - 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2019년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02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작01  시설장비 이용 및 서비스 지원

04  해외마케팅03  네트워크

전년도 IRB 승인 완료 대상

19년도 임상시험 지원

시제품 제작완료 대상

임상시험 프로토콜 제작 지원

창업 보육 및 입주 지원

아이디어 특허 지원

인허가 및 컨설팅 지원

CE, FDA 우수 유망 의료업체

18년도 업체 중 의료기 생산업체

국내 유망기업

연구회 운영

네트워크 지원

전자빔 가교형성기
김해의생명센터 주요 사업

정밀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사업

경남 정밀기계 산업의 고부가 

의료기기 산업으로 진입 지원

지역 기업의 사업 다각화 유도

전자빔 활용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 사업

전자빔 활용 신소재 및 제품 개발 

전자빔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신소재 물성 및 전처리 기술 개발

보건의료 분야(의료기기) 중소기업 및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 발굴

병원연계 전주기 기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단계별 기술 지원 및 사업화 지원

의생명 마케팅 지원 사업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무역사절단 참가

의생명기업 우수제품 전시 홍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지원

의료기기 산업 진입을 위한 One-Stop 기업 지원 서비스

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

활용 범위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 개발

바이오 항균 기술 개발

고분자 소재 

물성 변형

   고기능성 소재 개발

   신소재 개발

   응용기술 개발

   무독성 가교 기술 개발

고기능성 

의료용품 개발

  고기능성 의료용 소재 개발

  조직 거부반응 최소화

  생체적합성 최적화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전기·전자 IT

 정밀기계·
소재부품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인허가 지원

디자인 지원

의료기기



김해의생명센터 보유장비

    장비 가동률 57.51%(2018년 기준) *전국 평균 51%

분야 장비명 / 모델명 제조사

연구개발 장비

자외선 가교형성기 / CL-1000 UVP

전자빔 가교형성기 / EBLab200 COMET

초순수증류수 제조장치 / Direct Q-3 Millipore

초음파 세척장치 / CPX8800H-B Branson

회전식 증발증착 시스템 / RV 8 V IKA

흄후드 / GTH-180 제이오텍

이동식 3D 스캐너 / SmartSCAN HE8 AICON

시생산 장비

고속 실장 피더 장치(고속) / SM-Feeder 삼성테크윈

고속 실장 피더 장치(범용) / Tray-Feeder 삼성테크윈

고온 자동 경화장치 / SRF-3012N 삼성테크윈

자동 기판 투입 및 후공정적재기 / LD-300,UL-300 삼성테크윈

솔더페이스트 스크린 프린트 / SMP400 삼성테크윈

시력보정용 임플란트 제조가공기 / TE-50 우진세렉스

시력보정용 로봇시스템 / DW-ALA-20 이즈이엔지

어드밴스 플랙스블 마운터(고속) / SM-411 삼성테크윈

어드밴스 플랙스블 마운터(범용) / SM-421 삼성테크윈

코팅가공기 / Roll to Roll 서풍

필름제조가공기 / Onelayer sheet line 유성산업

2D 비전 인스펙션 시스템 / AI-500C 삼성테크윈

레이저 커터 / CL9060 현대기술

지능형기계 기반 생산시스템 I / *예정(2019) 

지능형기계 기반 생산시스템 II / *예정(2020)   

지능형기계 기반 생산시스템 III / *예정(2019) 

재료혼합압출기 DTS 25/ Twin Screw DTS 25 *예정(2019) LIST

니더반응기 / CRP 2.5 Batch *예정(2019) LIST

전기방사기 / Nanospiner / *예정(2019) INOVENSO

다목적 필름라인 NS unwind/rewind system/ *예정(2019) INOVENSO

복합가공기 / PUMA-MX 1600/735 *예정(2019)  두산공작기계

분야 장비명 / 모델명 제조사

시생산 장비

표면처리기 / AFS-IR6T *예정(2019) 올포시스템

고정밀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용 3D프린터 / SLA Projet 6000 *예정(2021) 3D systems

초음파 융착기 /HiQ VARIO 2400 *예정(2021)  Hermann

에틸렌옥사이드 멸균기 /HS-5025EO *예정(2021) 한신메디칼

평가·분석 장비

시력보정용 코어가공기 / OPTOFORM80 Precitech

전신자세측정시스템 / GPS400 Chinesport

전신3D 시제품 후처리 및 가공시스템 / HAR-10,GSI-STUDIO Z corporation

자외선분광기 / Evolution 350 Thermo Fisher Scientific

치과재료용 황삭2.4mm, 정삭 1mm, 가공장비 / CERA-Mill 세라시스

치과재료용 60W급 Nd:YAG 레이저 가공장비 / SISMA LM500 SISMA

치과재료용 1600급 마이크로파 세라믹 소재 소결로 / CERA-Heat 세라시스

치아구조 스캐닝 및 디자인 장비 / CERA-Scan 세라시스

치아 ZrO2 Bulk 1600℃급 소결용 전기로 / Super Kanthal Furnace 남부열기

톤근육측정기 / myotoometer NTI 

CNT 제작용 PECVD시스템 / MPECVD 우신크라이오백

CNT 제작용 전계방출특성 측정장비 / JMV-F-3 정민실업 

DSP영상추출방식 3차원 전신스캐너 / 3D body modeler 4D Culture

KIAMI 기준 MRI,CT, Mammo용 의료영상평가시스템 / ACR-PH1외 JMSpecialtypart

Multi-purpose X-ray 분석기 / Accu-Pro Radcal

254x356x203mm급 3D절삭기 / MDX-540 ROLAND

3D 적층R.P / spectrum Z510 Z corporation

4x4 inch급 X-ray 이미징 시스템 장치 / Shod-o-Box 4K Spellman

치과치기공 보철용품 제조가공기 / DDS 밀링기 DDS_system DDS

하이드로겔 물성 측정 장비 / Zwick Line Z5.0 TN *예정(2019) Zwick Roell

소켓타입 압력분포 측정기 / Pedar xf system *예정(2019)  Novel

FDM 보행 분석기 / FDM 1.5 *예정(2019)  Zebris

무선근전도 측정 시스템 / DTS-8CH *예정(2020) Noraxon

압력분포 트레드밀 보행분석기 / FDM-THM-S-2i  *예정(2020) Zebris

3차원 움직임 모니터링 시스템 / Optotrak 3D Investigator body *예정(2021) Northern Digital Inc.

3차원 생체역학 분석 시스템 / VICON *예정(2021) VICON

6축 지면반발력 측정 시스템 / 4060-08-200 *예정(2021) Bertec Inc.

오실로스코프 / DSO9404A *예정(2021)  Agilant

EMI 노이즈 측정기 / E5061B *예정(2021) Agilant 

복합환경 시험기 / CEC-1 *예정(2021) 한일기계산업

미생물동정시스템 / Microstation *예정(2021) Biolog  

푸리에 변환 적외선분광기 / Nicolet iS10 *예정(2021) Thermo Fisher Scientific

교육용 장비

치과용 생체금속 가공기 / ARUM DEG5X-100 두원산기

치과재료용품 통합제조가공기(밀링기) / D700 3SHAPE

치과치기공 교육 및 제조시스템 / EP5000 세기실업

캐드캠 교육용 밀링기 / ARUM DEG5X-100 두원산기

김해의생명센터는 중소 의생명 기업의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성능개선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를 보유,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 구축 현황



 For Best Business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적 파트너!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 발굴과  

애로 해결, 투자 유치와 창업, 

마케팅 및 해외 진출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업 애로 원스톱 해결과 튼튼한 김해 경제 선도

김해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 만 40세 이상 기계부품·금속가공 분야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장년 기술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 마케팅 지원, 실전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 

및 경영교육, 사무기기 시설 이용에 이르기까지 One-Stop 지원을 통해 1인창조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기타 입주 현황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20개 기관, 업체 입주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농소리)  

규모 | 부지면적 12,767㎡, 연면적 11,774㎡(지하 1층, 지상 5층)

VISION

『일자리 경제도시』 구현에 중추적 역할 수행 

경쟁력 강화 통한 

기업성장 지원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

비즈니스 자문단 운영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

김해경제포럼 운영

디자인개발 지원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단체/개별 참가

온라인 해외마케팅

해외지사화 지원

기업맞춤형 특화전시회 참가

제품상용화 단기패키지

홈쇼핑 판로 개척

우수제품 판매전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메이커팩토리 운영

현황

입주 센터

대회의장 | 200명 수용 대연회장 | 120명 수용 소연회장 | 40명 수용 

세미나실-1 | 20명 수용 세미나실-3 | 70명 수용 정보화교육장 | 30명 수용

제품홍보전시관 | 25개 기업 제품 전시 

부대 시설 

기업 애로 해결 및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배양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기업 애로 해결 및 맞춤형 지원으로 성장 역량 강화

국제 경쟁력 배양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김해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강소기업, 월드클래스,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사업

R&D 정보 조사, 기술개발 기획 지원, 원문 제공, 해외시장 

조사, 특허동향 분석, 특허상담 등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 애로 지원사업

10개 분야 비즈니스자문단 운영으로 기업현장 애로 해결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사업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획득

국내외 인증비용 지원사업

녹색, 친환경, KS, HACCP 등 국내외 유명규격 인증 지원

국제표준경영시스템 지원사업

ISO9001, ISO14001, ISO45001  등 시스템 인증 지원

이노비즈 / 메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

근로자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국책 R&D 수행에 필요한 과제 관리 역량강화 실무 교육

공공기관 전차입찰 교육

전자입찰의 이해 및 활용, 입찰정보 서비스의 활용 실무 교육

전자상거래 교육

온라인 마케팅 전략, 블로그 제작 및 인스타그램 실습 교육

기업경쟁력 강화

국내외 기술인증

근로자 역량강화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실현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업성장 지원

수혜기업

1,699개 사

핵심기술 제공

65개 사

인증 획득

88건

근로자 교육

3,490명
* 2018년 기준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업 홍보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자체 디자인 능력 향상을 위한 시각디자인,  

홈페이지, 산업디자인(제품 및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

제품 상용화 단기 패키지 지원사업

인증비·시험분석료·시제품 제작, 컨설팅,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신제품 개발 지원

김해 나들가게 PB상품 개발

지역 제조기업 및 특산물을 활용한 나들가게 전용 상품 개발

기술개발 지원

유망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G-FAIR 참가 지원(B2B기업), 메가쇼 참가 지원(B2C기업)

기업맞춤형 특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사업

개별 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우리고장 우수제품 판매전

가야문화축제 시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

공영홈쇼핑 판로개척 지원사업

정책 방송 지원 및 수수료 인하로 우수제품 판로 개척

김해경제포럼 개최

기업의 내부 역량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조찬 특강

소상공인 지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수행

국내 마케팅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김해 수출기업 매칭 바이어 초청 1:1 비즈니스 미팅 

해외전시회 단체/개별 참가 지원사업

해외 유명 전시 참가 시 부스비, 장치비, 항공료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수출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코트라 무역관  

지사 대행 활동 지원

해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해외마케팅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SEO)를 통한 상위 노출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으로 수출 리스크(대금 수불, 환율)  

최소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GTEP)사업

지역 대학생을 특화된 무역전문가로 양성,  

중소기업 현장 투입

해외 마케팅 지원 

관내 기업의 판로 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관내 기업 판로 및 해외시장 개척

수혜기업 바이오 매칭 현장판매 기술개발

473개 사 26건1,001건 638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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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 지원

동남권 창업선도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김해창업혁신센터 구축사업 : 창업기업 대상 창업자금 투자 유치 지원 및 창업종합상담실 운영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 : 창업 존(start-up zone) 구축, 창업지원사업화 기업매칭 데이  

개최, 창업보육 공간 집적화

김해창업카페 및 메이커팩토리 운영사업 : 창업특강, 세미나, 창업정보 제공, 창작활동 기회 등  

다양한 메이커 서비스 제공 

창업학기제 운영사업 : 청년 (예비)창업교육과정 운영

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사업 :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청춘 푸드트럭 창업지원사업 : 푸드트럭 창업자 마케팅 지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 만 40세 이상 창업자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 : 1인창조기업 교육, 사업화, 네트워킹 지원 및 입주공간 제공

김해인제대 창업보육센터 보조금지원사업 : 제품 사업화 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보육 지원

『창업정책 6대 분야』  역점 추진 사업

* 2018년 기준
창업지원팀 신설

김해창업혁신센터 운영

창업보육 공간 집적화

창업투자기관 집적화

액셀러레이터 기관 등록

창업기업가센터 설립

1단계

2단계

3단계

기반 구축

창업 투자

창업대학원 유치

지식산업센터 건립

동남권 창업거점

동남권 창업·창직 벤처밸리 조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창업 입주 공간

50개 실

연간 창업 교육

20회

멘토링·네트워킹 운영사업화 지원

120건



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등 14건

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55건

연구소  (재)부산테크노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 60건

민간업체 딥노이드, ㈜영케미칼, 대화메디케어, ㈜한국콤파스 등 30건

성과 극대화와 재단 도약을 이끄는 

산·학·연·병원 협약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은 유수 대학 및 병원, 연구소, 산업체와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공동 연구 및 선진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생명산업 관련 

임상시험, 애로 기술 해결, 의료기기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사업 발굴과 육성 및 김해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MOU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서울성모병원

연세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재)부산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딥노이드

대화메디케어

㈜영케미칼

㈜한국콤파스

병원 
(14건)

대학교 
(55건)

연구소 
(60건)

민간업체 
(30건)

MOU 현황



[50969]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59  

TEL.055-310-1410  Fax.055-310-1499  www.gibf.or.kr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https://www.facebook.com/gibf2005/

https://www.instagram.com/gibf2005/?hl=ko

https://www.youtube.com/channel/UCN-lZTNnYrW-kk94GHbHSlg

https://band.us/band/73454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