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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료산업의新중심,
준비된메디시티대구!

•방사광가속기(포항)와 양성자가속기(경주) 등 신약및의료기기개발핵심인프라보유
•지방최고의전임상·임상·의료기기임상시설보유
•대경권내 5개의대, 2개 한의대, 4개 약대등의료관련대학집적
•12개 종합병원포함 3,466개 의료기관집적
의료기관:종합병원 20, 병원 175, 의원 1,607, 치과병의원 835, 한방병의원 837
약 업:약국 1,158, 한약국 20, 한약업사 58, 약업사 3, 의약품도매상 307,

의료기기판매업 2,857, 의료기기수리업 101,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732
•양·한방통합의료센터개원(‘15.12.3)
•한국뇌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기술응용센터등첨복단지내입주

| 의료인프라 |전국최고의의료인프라및의료연구개발기관의고밀도집적·연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중심으로로봇산업육성인프라구축
•초광역3D융합산업육성사업등관련대형프로젝트가동
•영상기기, 차세대디스플레이, 단말및부품산업동반육성
•메카트로닉스, 금형, 나노, 신소재, IT 등 전후방연관산업인프라보유

| 첨단산업인프라 |첨단의료산업발전에적합한선도주력산업고도화추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암센터등국책연구기관공동연구협약체결
•고베첨단의료진흥재단, 뉴저지의료클러스터등해외협력네트워크구축
•경북대학교등지역소재대학공동연구협약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등의료관련기관협약체결

| 협력네트워크 |국내·외선진의료클러스터와공동연구체제구축

•수도권이남의최대대학집적(대경권내대학·전문대매년 8만 5천여명졸업생배출)
•기업현장맞춤형인력양성사업추진
•리크루트투어, 기업탐방프로젝트등미스매치해소프로그램운영

| 인력수급 |풍부한고급인력양성·배출및안정적인력수급

경북대학교병원

경주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포항가속기연구소

대구스타디움

대구야구장

대구오페라하우스

영재학교대구과학고등학교

| 교육도시 |전국최고수준의교육인프라를갖춘교육도시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전국최상위권(중3)
•2012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전국 1위
•2015학년도대경수능만점자 6명(전국 29명),
영재학교대구과학고(수성구, 1988년개교),
대구국제학교(Lee Academy,동구, 2010년 개교),
대구일과학고(동구혁신도시내, 2011년 개교)
•대경권내대학 21개, 전문대 23개가밀집된교육도시

•주거·상업·교육·문화·레저·공원등을갖춘명품신도시(혁신도시 2만 2천명거주)
•도심청정녹색공원보유(7대 대도시중 1인당공원면적 2위)
•대구신서혁신도시제1, 2주거지역내공동주택(APT) 집중 공급
•영남의명산팔공산과금호강, 율하천으로둘러싸인쾌적한자연환경

| 명품신도시 |최적의정주환경을갖춘명품도시

•2002월드컵축구대회, 200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개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 : IAAF(국제육상경기연맹) 지정“국제육상도시”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개최
•2015대구·경북세계물포럼개최
•국제오페라축제(DIOF), 국제뮤지컬축제(DIMF),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등글로벌문화축제연중개최

| 글로벌도시 |국제적인스포츠·컨벤션·문화축제가열리는글로벌도시

비즈니스와생활의행복한공존
최적의정주환경으로최고의만족을선사합니다

양·한방통합의료센터전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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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센터

실험동물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대구시동구신서동‘대구혁신도시’내

1,054천㎡(혁신도시 4,216천㎡)

2009~2038년(단지조성:2009~2013년)

4.6조원(국비 1.1, 지방비 0.7, 민자 2.8)

핵심연구시설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편 의 시 설 - 커뮤니케이션센터, 사이언스빌리지

•위 치

•면 적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지 원 시 설

글로벌의료산업의 R&D 허브, Medivalley!
꿈이 현실로다가옵니다

| 사업개요 |

대구혁신도시내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감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입지선정 2009. 08. 10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고시 2009. 12. 16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확정 2010. 01. 2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설립 2010. 12. 14
정부시설및커뮤니케이션센터기공식 2011. 10. 27
연구시설용지일반분양 2012. 06.29~

커뮤니케이션센터준공 2013. 06. 05
핵심연구시설(4개센터) 준공 2013. 11.
한국뇌연구원준공 2014. 11.
한국한의학연구원한의기술응용센터준공 2015. 06.
3D융합기술지원센터준공 2015. 09.

| 핵심연구시설및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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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신약표적치료제분야신약개발지원
•국내신약개발 Death Valley인‘후보물질최적화’단계지원
•종양, 당뇨대사, 뇌신경질환등 3대질환약리평가기반기술확보

합성신약개발의글로벌경쟁력확보

신약개발지원센터

타겟/
유효물질

선도
물질

후보
물질

Operetta Robotic Liquid Handling System Multi label plate reader

Inverted fluorescence microscope Real-time PCR Mol. Modeling(Linux Cluster)

Protein crystallography instrument 
with LCP

Microwave Isothermal Titration Calorimetry

V-10 Evaporator H-Cube

X-ray Diffractomete(Bruker VENTURE D8) 600 MHz FT-NMR Spectrometer Surface Plasmon Resonance System

High-Throughput Crystallization
Robot (TTP Mosquito HTS) Automated Parallel Patch Clamp System Metabolism analyzer

| 지원범위 |

Analytical Ultra-Centrifuge

첨복단지입주기업
R&D 지원

후보물질개발지원

기반기술개발지원

기술서비스제공

기업체위탁 R&D

지원사업

•첨복입주기관/예정기관을위한대구시재원의특별지원사업 •신약센터와공동연구를통한후보물질개발지원추진
•과제당 5~10억원 3년이내지원

•미래부재원의국내산학연의후보물질개발지원사업 •신약센터와제안기관간의공동연구를통한후보물질개발추진
•과제당 5억원이내, 3년 이내지원

•미래부재원의후보물질개발필수기반기술확보사업 •첨단기반기술보유기관과신약센터간의공동연구로기술고도화추진
•과제당 5억원이내, 3년 이내지원

•신약센터에서확보한첨단기반기술을활용한국내산학연기술지원 •외부서비스요청에따라내부심사를거처기술지원
•영리기관의경우실비수준의비용청구

•개별기업체수요에따른위탁연구지원 •기업체요청사항에따라실비청구

| 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반기술구축공동연구지원

수요자맞춤형공동연구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시험평가지원

1:1 기업지원

현지교류랩운영

맞춤형교육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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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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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반융합진단및치료기기(IT 중심) 개발 지원
3대핵심질환(심뇌혈관질환, 노인성질환, 암질환)에 포커스
•상용화중심의 One-Stop Total Solution 서비스지원실시
수요자맞춤형응용공동연구에서임상연계까지

의료기기개발을위한종합서비스제공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지원사업

제품화성공시파급효과가크지만애로기술미해결로인해제품출시지연및매출저조제품제작지원

제품의기술적완성도는우수하나병원현장에서신뢰도부족으로인해시장진입실패제품제작지원

PCB설계/제작, 부품실장(SMT)

중점지원품목군 : 수술용장치, 진단용장치, 의료용자극발생기계, 체외진단용기기, 주사기및주사침류, 유헬스케어의료기기

•기업과센터내우수인력의매칭을통한 1인-1기업지원
•아이디어발굴부터제품상용화까지종합컨설팅지원

•기업, 병원, 연구소등공동연구및긴밀한공조체제유지
•공동연구개발및장비인프라활용지원추진

•의료기기개발단계별교육과정발굴
•센터전문인력및전문기관강사연계

MRI System Angio System

EMI/ESD 테스트시스템 3D X선비파괴검사 초가속수명시험기 열충격시험기

MR Compatible EEG MRgFUS System EVE Robot ARM

10/3M Chamber EMS Chamber EMI & EMS System

PET-System

Loader Screen Printer SPI

Unloader NG Buffer

3차원쾌속조형기 CNC 머시닝센터 3차원정밀형상측정기

AOI Cooling Conveyor Reflow

Ng Buffer Chip Mounter Multi Mounter Work Table Gate Converyor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

영상융합
지원장비

연구
지원장비

평가용
장비

시제품
제작

| 지원범위 |

| 지원사업 |

지원내용

IT기반융합진단및치료기기제품화연구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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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신약 / IT의료기기개발을위한동물실험지원시스템확립
•3대 차별화전략을통한맞춤형동물실험지원
생체영상분석 / 첨단융합미세수술 / 맞춤형동물모델

최첨단동물실험시스템구축

실험동물센터

기능 비고주요실명 사육두수

6,400 Cages
(8,000 Cages)

•소동물사육실 18실 •재반입구역사육실 4실
•감염실험구역사육실 2실 •부검실 2실
•생체영상구역 •공용실험실 3실
(MRI실, PET실, 광학영상실)

•수술실 3실 •영장류사육실 2실
•개사육실 2실 •돼지사육실 2실
•토끼사육실 2실

•토끼사육실 4실 •기니픽사육실 4실
•SPF사육실 1실

MOUSE 32,000마리
최대 40,000마리 예상

MONKEY 52마리, DOG 72마리
MINI PIG 19마리, RABBIT 99마리

RABBIT 138마리, GUINEA PIG 512마리
MOUSE 2,800마리

소동물 생산 및 실험

중동물 사육부,
영장류 사육부, 수술부

의료기기 영역
(중동물, 소동물)

지원사업 지원내용

마우스, 랫드, 개 등을이용한약물동태학적평가지원
마우스및랫드등을이용한약물의독성평가지원

질환동물모델을이용한
약물의유효성평가

•종 양:유방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혈액암, 췌장암등
•대사성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당뇨병등
•신경계/심혈관계질환 :시신경척수염, 신경병성통증, 뇌졸중, 심근경색등

•시제품생체내성능평가 •소재평가 / 영상기반소재평가 •소재삽입시험 •Telemetry 시험
•인허가시험평가모니터링 •안전성평가항목컨설팅 •Manual / SOPs 구축및보완
•세포독성 •유전독성(소핵, Ames) •혈액적합성 •소재의향균력 •급성 / 아급성전신독성
•감작성시험 •용출물시험 •자극성시험 •Telemetry 시험

In vivo PK 평가지원
예비독성평가지원

유효성평가지원

의료기기성능평가
Study monitoring

의료기기예비생물학적
안전성평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핵심연구시설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Micro-MRI (고자장 MRI)

Fluorescence Angiography System
(형광 혈관조영장비)

Micro-CT

Bench-Top PET

Genysis 4

IVIS Spectrum CT IVIS Lumina K FMT 4000 Quantum FX

SPY Mode

White Light Mode

PINPOINT Mode

9.4T bruker MRI

Optical Imaging System (광학영상분석장비)

High Frequency Micro-Ultrasound System
(초음파분석장비)

Endoscopic Fluorescence Imaging System
(형광 내시경장비)

신약개발지원을위한 Surgical animal model 제작
의료기기생체삽입및유효성평가

Ventilator

마취기

제세동기 수술대

Laparoscopy

Infusion
pump

Preclinical
Ultrasound System

무영등
/Illuminator

C-arm

| 지원범위 |

| 지원사업 |

신약개발
지원

의료기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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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GMP 수준의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및공급
•의약품분석법개발및제조공정최적화
•GMP 컨설팅
•KGMP 인증기관

글로벌신약연구개발의혁신적지원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핵심연구시설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주사제
생산

연속식과립장비(ConsiGma-25™)

고형제
생산

타정기(Rotary tablet press)

캡슐충전기(Capsule filling machine) 코팅기(Tablet coater)

Magnetic Mixing system 및 Disposable bag 소형 Robot 충전기

Isolator 및바이알충전라인 동결건조기및 ALUS(Automatic loading 및unloading system)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독자적인 생산시설 구축이 어려운 연구기관 또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지원및시설임대사업

분석지원
연구 개발중인 원료·완제 의약품의 분석, 분석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지원사업

인허가지원
국·내외 의약품 인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인허가문서의작성과업무진행을지원

제약 관련학과 학생 및 제약산업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실무교육

신규GMP시설을 구축하고자 하거나 의약품 생산 및 분석에
대한전문적인지식을필요로하는기관을지원

·주사제:액제(바이알, Pre-filled syringe), 동결건조제(바이알)
·고형제:정제(단일정, 다층정), 캡슐제

안정성시험, Lot release test 등 각종분석

임상시험승인신청, 신약허가신청등

의약품생산실무, 품질보증·평가실무, GMP 시설
관리·운영실무등

의약품생산공정, 분석기술, EH&S, GMP 시설구축및
운영·관리등

임상시험용의약품생산

분석및인허가지원

전문인력양성사업

GMP 컨설팅

품질
관리

Isolator Enclosure System UPLC ICP

| 지원범위 |

|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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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국책연구기관

한국뇌연구원
•건축연면적 21,918.78㎡(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준공 2014. 11
•3대 중점(뇌기초, 뇌질환, 뇌공학) 연구
•제19회 세계뇌신경학회(IBRO)개최지(2019)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건축연면적 6,190㎡(지하1층, 지상3층)
•건물준공 2015. 4
•천연물신약개발특화, 신약센터및한의학관련연구기관,
임상시험기관과연계

3D융합기술지원센터
•건축연면적 8,800㎡
•건물준공 2015. 9
•의료, 3D융합기술개발및사업화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축연면적 7,300㎡(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기간 2015~2019
•주관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정보분석, 개인맞춤형진단·치료
기술개발 IT·BT융복합연구

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
•사업기간 2017~2024
•주관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첨단바이오이미징인프라구축및
분석서비스개발

기타지원시설

K-Medical 외국의료인력통합연수센터
•사업기간 2016~2018
•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의료인력연수사업을통해글로벌네트워크구축하여
해외환자유치및의료기관해외진출도모

대구식약청
•사업기간 2016~2018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식약청
•입주기업에대한 R&D, 임상, 인·허가, 사업화등
원스톱서비스제공

실험동물자원은행
•사업기간 2015~2018
•주관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부가가치실험동물생체자원재활용
인프라구축

첨단임상시험센터
•사업기간 2016~2018
•주관기관첨복재단, 지역종합병원
•첨복단지에서개발된신약후보물질, 시제품등임상작용
가능성검증을통해신약·의료기기개발촉진

한국메디벤처센터
•건축연면적 21,918.78㎡(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준공 2015. 9
•분양시기 2014. 3 ~ (수시분양)

사이언스빌리지
•건축연면적 1,839㎡(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준공 2014.12.
•주요시설연구원기숙사(40실), 운동시설

커뮤니케이션센터
•건축연면적 17,825㎡(지하 1층, 지상8층)
•건물준공 2013. 6
•주요시설업무시설(재단), 연구시설, 연구원숙소,

편의시설,  연구실임대공간등

기타
편의시설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기간 2017~2021
•주관기관산학융합본부(컨소시엄구성)
•'교육-취업-연구' 선순환체계구축

의료기술시험훈련원
•사업기간 2016~2020
•주관기관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력국가실기시험및임상교육훈련
인프라구축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입주국책연구기관및기타지원시설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입주안내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2120

상상그이상의미래,
대한민국의내일Medivalley에 투자하십시오

| 분양계획도 |

※문의처
대구광역시의료허브조성과
T.053)803-6450~2

구분 면적(㎡)

첨4-1

첨4-3

첨6-2

첨6-3

첨11-3

첨12-4

첨13-2

첨13-3

첨13-4

첨13-5

첨16-1

첨16-2

첨16-3

7,815

3,958

2,299

2,298

5,180

2,187

1,891

1,889

1,889

1,888

9,011

9,747

8,995

입주신청
(입주기관→첨복재단)

입주심사및승인
(재단, 보건복지부)

입주계약
(입주기관↔첨복재단)

분양계약체결
(입주기관↔LH)

입주협의
(대구시)

| 입주절차 || 신규공급필지 |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입주기업지원특별혜택(Ⅰ)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2322

•국 세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면제후 2년간 50% 감면
•지 방 세취득세면제 / 재산세 - 10년간 100% 면제후 3년간 50% 감면
•외투기업법인세·소득세 - 최대 5년간 100% 면제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면제,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맞춤형지원으로
기업의든든한후원자가되어드립니다

| 세제지원 |다양한세제지원을통해기업의경제적인부담을해소하겠습니다.

•입지·투자보조금지원 최대 10억원이내보조
•대규모투자기업특별지원 총투자금액의 50% 범위내지원(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비등투자비일부지원)
•고용·교육훈련보조금지원 1인당 50만원이내(6개월한도)
•외투기업 외투비율 30% 이상인기업 지원(부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등) 
•수도권이전·지방신증설기업지원 입지·설비투자최대 70억원지원
※입주기관의유형및투자규모등에따라다를수있음(관련법률및대구광역시조례근거지원)

| 재정지원 |폭넓은재정지원으로연구와생산에만전념하게해드립니다.

•신약및첨단의료기기연구개발관련 R&D예산지원
•메디시티기금(의료산업육성기금 500억원조성예정), 의료산업육성펀드(170억원조성)
•맞춤형인력양성, 국내·외우수연구인력및인프라공동활용지원, 근무및정주여건조성지원

| 특별지원 |인력부터R&D 예산까지꼼꼼히챙겨드리겠습니다.

•5년간무이자할부
•일시납부시할인(선납할인율 3.0%)
※중소·벤처연구기관기업 :“한국메디벤처센터”민자건립시설건물분양 중 (민자시설)

| 부지매입지원 |부지매입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입주기업생산제품의우선구매추진, 시제품임상시험지원등을통해입주기업의성공적인정착지원
- 의사회등 6개직능단체와 6개종합병원으로구성된 (사)메디시티협의회와상호협력MOU체결(’12년 7월)

•대구시주력산업지원체계기반「의료 R&D」프로젝트참여
- 광역선도산업 : 의료기기, 실용로봇, 스마트기기부품등
- 신성장동력육성사업 : 로봇, 3D융합산업, 레이저, 모바일융합등
※첨복단지연구기업중심대형연구프로젝트기획및 R&D국책사업진행예정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2007년~2015년:146개사선정)
- 개별지원 : 제품경쟁력강화, 마케팅및상품기획, 기업환경개선, 역량강화, 스타기업간협력사업등
- 공공지원 : 인력양성, 스타사업및기업홍보, 네트워킹강화

•맞춤형인력양성, 금융지원, 글로벌마케팅등다양한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분양에서입주까지One-Stop 행정지원

•대구공동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대구권내 5개병원공동임상지원체계구축

| 기타특별지원 | 대구시만의특별한기업지원사업으로기업성장에도움을드리겠습니다.

•의료법외국의료인에게단지내(內) 의료기관에서의료연구개발을목적으로하는의료행위허용
•건강보험법의약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을임상대상자에게사용하는경우요양급여인정(임상시험비대폭절감)
•약사법·의료기기법생산시설기준에미달되는의약품·의료기기도품목허가취득가능

연구목적의약품·의료기기수입허가및신고간소화, 의약품·의료기기제조·수입품목허가기준등을국제규범적용
•생명윤리법단지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설치하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사항을별도심의

단지내기관은공동으로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활용
•출입국관리법외국인연구자에대한체류기간연장 (2→5년)
•특허법단지내연구개발특허출원에대한우선심사

| 규제특례(첨복특별법) | 파격적인규제특례를통해기업하기좋은여건을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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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Medivalley

입주기업지원특별혜택(Ⅱ)

Daegu-Gyeongbuk Medical Cluster

•단지 입주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공동 R&D
- 기초연구자초기성과를대상으로사업화공동연구지원을통해기업체기술이전이
가능한수준의성과물도출

-국내산업체의신약개발프로젝트의상업화공동연구지원을통해후기개발단계진입이
가능한수준의시제품도출

-해당분야기반기술을확보하고있는국내·외기업및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
·분자모델링/가상검색, Tissue Chip, 바이오마커발굴, 역분화줄기세포기반약물검색기술등
·의료용로봇마스터/슬레이브제어기술, 의료영상분석원천기술등
·고난도안전성평가, 새로운의료기기재질에적합한생체적합성평가, 신약후보물질유효성/  
예비안전성평가등

•정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200억원의 R&D 예산 지원
공동연구를위한수요조사, 연구기획, 과제공고및선정등의과정을거쳐공동연구개발
수행에따른 R&D 예산을연구개발기관에배분

•입주기업의 제품개발방향에 맞는 R&D 계획 수립
입주기업의연구수요조사를통하여입주기업에 맞는맞춤형 R&D 계획수립,
연구활동지원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활성화 지원
학연에서연구된원천기술이상용화제품으로연계될수있도록중개연구에대한지원

•현장 수요기반 컨설팅 지원
개발중이거나시판중인의료제품에대해관련분야전문가로 구성된
TF(Task Force)팀이 온·오프라인자문제공

•R&D 연계 컨설팅 지원
기업단독으로수행하기어렵거나전문적인 R&D 인프라를 통해검증및테스트를
요하는 임상 연구과제에 대해 컨설팅과 교육이 포함된 형태의 종합적인 R&D
서비스제공

훈련내용훈련과정명

의약품 GMP에대한대념및품질보증체계에대한이해

안정성 높은 고품질 의약품 제조를 위한 GMP 품질
관리체계설계

의약품안전성과유효성을확보하기위해제조·관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GMP 법률, 문서기록
및관리의절차를파악

신약개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될수 있는 구조
기반선도물질최적화및입체구조에대한이해

의료기기개발해외수출및인허가교육을통한글로벌
경쟁력강화

R&D지원사업활용전략교육을통해효과적인 R&D
관련공적자금조달역량극대화도모

신규 사업 탐색과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기획역량의강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이 가진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 평가와 지적재산권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능력배양

의료기기 인허가에 적용되는 법령 및 기술문서에
대한이해

원활한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의료기기 규격에 따른
생물학적안전성, 신뢰성평가방법및절차를이해

전자의료기기 인허가에 적용되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적합성, 신뢰성평가이해

LC-MSMS 실습교육 무균제제생산시설실습교육

아이디어발굴및사업화기획실무 NMR의이해와교육,실습

실험동물의윤리적이용 신뢰성평가및관리기술

•식약처 현장 교육
신약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허가 등 품목허가에 요구되는 관련 국·내외 지침,
절차, 애로사항상담등정기적교육기회제공

•동향, 개발, 성능평가 교육
국·내외 시장, 기술개발 동향, 유망핵심기술 기술세미나, 성능평가, 인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참여및정보제공

•의료산업분야 기업(기관) 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총 11개 현장 맞춤형 훈련과정을 무상으로 제공
- 교육접수 : hrd.dgmif.re.kr
- 수료기준 : 훈련시간의 80% 이상출석

| 최신산업동향에맞는정기교육제공| 

| 병원-기업연계상품화촉진컨설팅지원 | 

| 공동연구활성화를위한비용과연구중개지원 | 

핵심연구시설과의전략적공존
기업의든든한파트너가되어드립니다

현장실습을통한GMP 전문가양성품질보증과정

현장실습을통한GMP 전문가양성품질관리과정

현장실습을통한GMP 전문가양성일반과정

제약분야R&D기초역량강화를위한단백질실험실습과정
: X-ray Crystallography, NMR)

의료산업허가및인증절차로드맵

의료산업중소기업을위한 R&BD지원사업활용전략

의료산업시장동향조사및사업성평가실무

의료산업기술및가치평가, 지적재산권관리

의료기기인허가전문가양성을위한법령이해및
기술문서작성

식약청공통기준규격 ISO 10993을활용한의료기기
(의료용품)생물학적안전성평가실무

식약청공통기준규격 IEC 60601-1(3rd)을 활용한
전자의료기기안전성평가실무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
Medivalley

사업개요및입주기업지원특별혜택

INNOPOLIS Daegu Medical R&D District

INNOPOLIS Daegu Medical R&D District

대구혁신도시내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조감도

2726

연구단지와의연계를통한신약, 의료기기기업의혁신형의료제품생산을위한제조시설집적화

대구시동구신서동‘대구혁신도시’내 / 1,087천㎡(혁신도시 4,216천㎡)

2011~2015년(1단계 단지조성:2009~2013년)

의료R&D 허브구축및글로벌의료산업생태계조성
- Medi-City를 표방하고있는대구시의발전전략을뒷받침하는핵심지역으로첨단의료복합단지와연계하여의료허브구축
-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연구소및지역의료관련대학과연계하여의료기기및신약생산등글로벌의료산업생태계조성
- 연구개발특구와첨복단지의연계로 IT융복합기술사업화의시너지효과창출

•사 업 목 적

•위치 / 면적

•사 업 기 간

•개 발 방 향

Medivalley를 이끄는또하나의힘대구연구개발특구가
세계적인제조경쟁력을키워나갑니다

| 사업개요 |

•5년 무이자할부

•일시납부시할인(선납할인율 3.0%)

•분양에서입주까지각종인·허가원스톱서비스제공

•입주상담부터연구개발까지전담공무원지정운영

•국 세법인세 3년간 100% 면제후 2년간 50% 감면

•지 방 세취득세면제
재산세 7년간 100% 면제후 3년간 50% 감면

•대 상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지정 요건
- 첨단기술및첨단제품분야의국내·외특허권보유
- 특허권을활용하여제품을생산·판매, 특구내입주
- 연구개발비가연간총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율이 5% 이상
- 특허권을활용, 제품생산·판매한매출액이연간총매출액의 30% 이상

| 세제지원 |

| 부지매입지원 |

| 행정지원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정으로파격적인센티브”
법인세감면으로초기투자비용보상가능



| 입주절차 || 신규공급필지 |

| 분양계획도 |

입주신청
(입주기관→특구진흥재단)

입주심사및입주계약
(입주기관↔특구진흥재단)

분양계약체결
(입주기관↔ LH)

입주협의
(대구시)

※문의처
대구광역시의료허브조성과
T.053)803-6450~2

구분 면적(㎡)

특2-1

특8

특9

특11

특13-12

특13-13

특19-1

특19-2

특19-3

9,851

23,769

23,867

11,215

9,071

35,417

14,822

6,607

3,041

연구단지와의시너지효과로
대한민국의기술력이세계를주도합니다

2928

대구연구개발특구의료R&D지구
Medivalley

입주안내

INNOPOLIS Daegu Medical R&D District

INNOPOLIS Daegu Medical R&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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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동구신서동일원
4,216,496㎡
1.5조원
22,320인(7,696호, 총밀도 53.9인/ha)
LH(한국토지주택공사)
2007.4~2015.12
한국가스공사등 11개 기관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특별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첨복단지특별법, 연구개발특구법

•위 치
•면 적
•총사업비
•수용인구
•시 행 자
•사업기간
•이전기관
•근 거 법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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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혁신도시
Medivalley

Daegu INNO City

토지이용계획도

Daegu INNO C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