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약품사업의믿을수있는파트너



GN컨설팅은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통번역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에게
정확한 발전방향과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한국기업 대상 업무 20년의 경력과 각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박사로

이루어진 팀으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통번역
조사&분석
진출방안
수출지원
인허가

전시, 판촉행사
포럼, 세미나
교육, 연수

중국 온라인 One-Stop
ATL
BTL

통역
번역
통역장비

GN CHINA
중국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한국기관과 기업
중국업체 상대로 컨설팅, 컨벤션, 마케팅 , 통번역
서비스 제공

GN KOREA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및 중국기업의 한국진출 지원
및 GN컨설팅의 영업 역할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Chief Executive Officer

2018년 대통령 표창 수상자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회원사 대표
중국백화상품협회 화장품분회 회원사 대표
한중의약포럼 주관사 대표
한국KBS베이징 통신원(1997년~현재) 
한국경제TV <주간중국경제> 패널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사무소 회원사 대표
지엔컨설팅 차이나, 지엔컨설팅 코리아 대표

북경대학교문학박사
인민대학교신문학과미디어경제학고위과정수료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북경한국인의사회 사무국장 (현)
대한한방성형학회 회원 (현)
북경휴온피부성형병원 진료의 (현)

2010년 북경중의약대학 침구과졸업
2012년 중국중의과학원 침구추나과석사
2013년 한국RUSK재활병원

1년재활연수및한중합작재활병원 준비
2016년 북경정성보애재활병원 병동의



GN컨설팅 온라인 본부장(현)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부회장 (현)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

제일오픈타이드(서울) 이커머스 상임고문 (전)
삼성오픈타이드 이커머스사업부 B2B파트리더 (전)
SK CHINA 신재생에너지사업부 매니저 (전)
NHN CHINA 중국사업개발팀 팀장 (전)
LG화학(상해) 영업부 총 경리 (전)
LG화학(대만) 영업부 총 경리 (전)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북경대학 MBA 최고위과정 수료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GN컨설팅 조사리서치실 실장(현)

한국신용정보 NICE Research & Consulting
Asia Insight KOREA
Great Place to Work Korea

고려대학교 경영학 전공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회사소개 Introduce company

Chief Executive Officer

GN컨설팅 약품, 의료기기, 건강식품, 화장품 관련 컨설팅 팀장 북경(현)
SK 아스팔트연구소 연구개발팀

한국 충남대학교 공학박사



회사개요 introduce

핵심가치
4대핵심가치
1 최적의콘텐츠
2 홍보효과극대화
3 실현가능한솔루션
4 확실한결과

MISSION
한·중 양국 경제, 사회, 문화 교류사업의 해결사

GN컨설팅의 전문 노하우와 현지 자원 및 한중법인의 협력으로 중국과 한국의 수요를 연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상호 Win-Win의 협력관계 구축

핵심사업
한중 비즈니스 교류 확대

1 한중 양국 상호 수요 연계
2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통한 중국진출 해결

3 컨벤션을 통한 홍보, 교류 실현
4 통번역을 통한 장애 없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지침
고품질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

1 전문적인 지식
2 창의적인 사고
3 자신 있는 태도
4 겸손한 자세



한식세계화북경협의체초대부회장기업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제 23대부회장기업

단국대학교가족회사

중국의약보건식품수출입상회공식회원사

중소기업진흥공단해외민간네트워크업체
수출바우처사업수행기업

코트라공식협력업체

기업등록 현황 Enterprise certification status

중국백화상업협회
화장품국제분회공식회원사

中国医药保健食品
进出口商会

中国百货商业协会
化妆品国际分公司



조사 & 분석
시장규모, 유통현황, 발전추세, 경쟁사 및 경쟁제품 분석, 소비자 선호도 등

진출방안
홍보, 마케팅, 프로모션, 브랜드, 가격 등 방안제시

수출지원
비즈매칭, 투자자 및 바이어 섭외, 포럼 및 전시회 참여 지원

medical

사업부별주요실적

인허가 지원
의료기기, 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원료약 등



컨설팅 주요실적 consulting PERFORMANCE

의료 & 의약 관련 제품

1. TOT
- Prestige medicare

2. 성형봉합사
- Prestige medicare - 현대 메디텍

3. 워크봇
P&S Mechanics Co.,Ltd 4. Genbody



컨설팅 주요실적 consulting PERFORMANCE

의료 & 의약 관련 제품

5. 신신제약 6. 중외제약 7. CL Pharm 

10. 대웅제약

- 큐라백 - 다나에 필러

- 나보타

8. 삼익제약

9. 삼성제약의 우황청심원 연조엑스



주요협력기관 cooperation enterprise

중국의약그룹(中国医药集团有限公司)

중국 의약그룹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의약건강산업 그룹이며 중국에서 가장 큰 약품, 생물제약과 건강제품의 물류, 도매, 소매하는 기업임. 
중국에서 가장 큰 생명제약(백신, 혈액제품) 제조업체로, 직원수는 100,000명 이상, 2017년 총 영업액 3500억위안 (57조4000억원)   

2107년 미국 Fortune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강 기업 중 199위를 차지함. 중국에서 유일하게 500강에 든 의약기업임. 

China 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Ltd.



중국의약그룹(中国医药集团有限公司)

China National Pharmaceutical Corporation Ltd.

중국의약그룹의 5개 기초 플랫폼 중국 국내의 5대 네트워크 형성

 Logistics and Distribution Network for Pharmaceuticals and Medicine 

 Distribution Network for Medical Equipment

 Anesthetics Distribution Network

 Cold-chain Distribution Network for Biopharmaceuticals 

 Chain Drugstores

주요협력기관 cooperation enterprise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
中国医药保健品进出口商会, CCCMHPIE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상회는국무원의 비준으로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의약보건품 연구개발, 

생산,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및 관련기구로 이루어진 전국에서 가장 큰 의약행업 조직임. 

중화인민공화국상무국 산하에 속하여 업무범위로는 한약, 식물추출물, 한방약, 기능성화장품 등이 있음. 상회 회원사는

2400여개가 있으며 그 기능으로는 무역과 투자 촉진, 정부와 기업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시장을 연결시켜주며

의약행업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권위가 있는 행업 조직임. 

주요협력기관 cooperation enterprise



중신그룹(中信集团, CITIC Group, 2018년 포브스 글로벌 149위 기업, 매출액 700조원)의 산하 자회사인
Auriga는 아시아 지역의 종합의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영역의 마케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유통사임.

지난 50여년간 글로벌 선두 기업들과의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8개 경제구역에 필수약품 및 생명과학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글로벌 의료, 보건, 건강기능식품 선두기업들에 전면적인 시장관리, 품질검측인증, 공급라인 해결 방안을

아시아 전지역에 제공하고 있음, 총 약 18,000명의 직원들이 중국대륙,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문래 등 지역에서 근무중이며, 2018년 영업 수익 508.8억 위안(약 8조 6,831억원)을 달성하였음

제품분야:
제약, 보건품, 진단관련, 소모품, 의료기기, 외과장비, 일반의약품, 건강미용 등.

네트워크:
사립병원, 진료소, 종합상사, 약국, 편의점, 사설요양원, 국립병원, 가정보건, 건강미용용품 소매상, 도매상, 소매상, 전자상. 

주요협력기관 cooperation enterprise

5,780억 3,468만 USD



주요협력기관 cooperation enterprise

지난시 첨단기술산업개발구(고신구) 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첨단기술산업발전 전문단지로, 총 기획면적은 53.8㎢임.
고신구 바이오의약산업과 투자유치를 핵심으로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한의한방약, 성형건강'의 4대분야를 주축으로 하며

‘신의약 · 대건강'을 취지로 함. 지난시의 1,000억위안 규모 10대 산업중의 하나로 국가 고신구와 경제기술개발구 바이오의약산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2년동안 상위5위권 이내에 진입. 2017년 기준으로 바이오의약업체는 1,700여개가 입주하였으며,   바이오의약산업의
총 매출액은 700억위안 이상임.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치루제약, 인펑생물, 화시생물,  푸루이다, 석세스, 슈정약업, 쥬저우퉁, 수위핑민등

이 있음. 석사이상 인재는 1만9,000명,  바이오의약업 임직원은 6만8,000명에 달함. 산둥성에서 성장동력전환중점육성 대상으로,  
2017년에 과기부 횃불계획센터로부터 중국 바이오의약 산업클러스터 협동혁신연맹의 발족기관과 부이사장기관중 하나로 추천되었음.

제남생명과학성



南京天奥医疗仪器制造有限公司
苏州好博医疗器械有限公司
东莞葛天那鞋袋制造有限公司
河南华康宏利医疗器械有限公司
上海东松医疗科技股份有限公司
上海灿生医疗器械有限公司
广东宜通世纪科技股份有限公司
深圳市倍泰健康测量分析技术有限公司
中国医药保健品进出口商会
膳食营养补充剂专业委员会
现代精油专业委员会"
商务部医药进出口技术服务中心
深圳市双平泰医疗科技有限公司
鼎泰生物科技（海南）有限公司
美德远健（北京）医疗系统科技有限公司
北京芯瑞康科技有限公司
漫步者（天津）康复设备有限公司
灿美德（天津）商贸有限公司
中华康养主题酒店
西美五洲酒店
青岛美加美迪卡医疗器械有限公司
广州诺邦诺信医疗技术有限公司
桐庐康乃馨医疗设备有限公司
德国STEMA医疗设备公司
石家庄健朗医疗设备有限公司
上海麦控机电有限公司
斯维驰健康科技（上海）有限公司
嘉兴泰龙医疗用品有限公司
上海碧睿贸易有限公司

东莞永胜宏基医疗器械有限公司
成都市浩瀚医疗设备有限公司
重庆迈科唯医疗科技有限公司
和宏手术器械（上海）有限公司
北京杰西慧中科技有限公司
雪力(广州）内窥镜技术有限公司
北京欣百瑞医疗科技有限公司
全国卫生产业企业管理协会
医疗器械商业分会
北京依杉麟贸易有限公司
北京依杉麟医疗器械技术开发有限公司
鲁道夫@里斯特股份有限公司
北京东华原医疗设备有限责任公司
北京瑞德医疗投资股份有限公司
河南省生茂医疗设备有限公司
安阳市翔宇医疗设备有限责任公司
翔宇医疗设备有限责任公司
天津亿朋医疗器械有限公司
北京恒润泰医药科技有限公司
信沃医疗实业控股有限公司
重庆山谷医药有限公司
爱森斯（江苏）生物科技有限公司
蝶和科技（中国）有限公司
北京蓝田医疗设备有限公司
天津市同业科技发展有限公司
山东美迪宇能医疗科技股份有限公
天津普生元医疗科技发展有限公司
北京恩福健康科技中心
慧莫森软件科技（北京）有限公司

昊俁百安（北京）信息技术有限公司
广西太华医疗有限责任公司
广西昆泽医疗器械科技有限责任公司"
修正药业集团科技创新中心合作部
河北瑞康格美医药科技有限公司
上海腾瑞制药有限公司
上海青平药业有限公司
医迈斯电子医疗系统贸易（上海）有限公司
中国医药保健品有限公司
中国医药健康产业股份有限公司"
找药材科技（天津）有限公司
北京韩山有限公司
亿利洁能股份有限公司甘草分公司
重庆海坤医用仪器有限公司
南京红太阳医药科技雲商有限公司
江蘇中邦制药有限公司
南京世界村国际贸易有限公司
江苏海邦医疗有限责任公司
江苏海邦连锁药房有限公司
江苏中邦制药有限公司
北京允公医药科技有限公司
三和润金（北京）投资管理有限公司"
珠海金鸿药业股份有限公司
青海省青海湖药业有限公司



北京林特医药科技有限公司
安利（中国）日用品有限公司
以岭健康城科技有限公司
济南格利特科技有限公司
北京朝阳凌和望京医院
杭州百慧医疗设备有限公司
北京赛康嘉铭科贸有限公司
中华全国妇女联合会
国药励展
中国国际医药卫生公司
中国国际医药卫生公司国际贸易部
国药嘉远国际贸易有限公司
中国医疗器械有限公司
中国生物技术股份有限公司
上海捷诺生物科技有限公司
济南高新区生命科学城发展中心
中共济南市委济南高新区工作委员会
济南高新技术产业开发区管理委员会
华熙国际投资集团有限公司
华熙福瑞达生物医药有限公司
北京超市发连锁股份有限公司
璈家医药商贸（上海）有限公司
科远有限公司
利丰医药商贸（上海）有限公司
南京利丰英和商贸有限公司北京分公司
北京大学医学部
北京天健华成国际投资顾问有限公司
山东赛克赛斯生物科技有限公司

安福诺（上海）贸易有限公司
北京惠买惠健康科技有限公司
荣和堂医药集团
北京第二外国语学院
山东福瑞达生物工程有限公司
药融园生物医药有限公司
济南爱思医药科技有限公司
山东萃菌生物科技有限公司
中国医保商会药融圈分会
济南高层次人才发展促进会
应盛生物
济南爱思医药科技有限公司
济南城汇双达化工有限公司
山东城汇双达药业有限公司
秦皇岛福艾特医疗设备有限公司
吉泰永盛（北京）科技开发有限公司
医疗保健中心 第三门诊
基础医学院
中国药理学会
北医睡眠医学中心
北京大学药学院
亳州市国一堂中药饮片有限公司
沈阳红药集团安徽只要有限责任公司
北京韩美德科贸有限公司
以岭万州国际制药有限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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