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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산업 전문화팀 소개
삼일회계법인은 1971년 설립된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서
3,000여명의 분야별·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최고 수준의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서비스, 세무자문 서비스,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산업 전문화팀은 의료분야 관련 정책, 경영, 보건, 자연과학, 재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Health Industry 전반의 전문화된 컨설팅 및 De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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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산업 전문화팀의 강점

Professional

투입 인력 전원 Health Industry 관련 전문 역량 보유

• 의료산업 관련 정책, 경영, 보건, 자연과학 전문가로 구성
• 국내외 헬스케어 관련 전략수립, 경영진단, R&D, 사업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경험
• 다수의 글로벌 전략 프로젝트 수행

Experience
• Consulting

- 의료기관 대상 중장기 전략, 연구역량 강화방안 수립, 기업 경영전략 등 다수 수행
- 중소병원 상생전략 프로그램, 요양병원 건립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수립 수행

• M&A Advisory

-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인 인수합병(M&A, Seller, Buyer) 실행 자문
- 헬스케어 기업 투자유치, 매도실사(FDD), IPO 자문

Network
• 정부기관, 국내외 종합병원, 헬스케어 기업 동향 모니터링 역량
• Global 기업체와의 Network 연계 및 Partnership 지원

국내외 다양한 유형의 Health Industry 업무 수행 통한 전문성 축적
Client별 최적화된 체계적 방법론에 의한 자문 수행
풍부한 산업 DB 보유
국내 대학병원 주요 네트워크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 Consensus 구축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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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삼일회계법인 병원산업 전문화팀은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헬스ㆍ바이오ㆍ제약ㆍ의료기기 고객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sulting 부문
병원
발전전략

기업
R&D 역량 강화

•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
수립 자문

• 연구중심병원 지정·인증
자문

• 새병원 건립타당성 검토

• 연구중심병원
육성·역량강화 자문

• 중소병원 상생전략
프로그램 운영

• 연구비 신청·수주 지원

• 병원 해외진출 자문

• R&D 사업화 전략 수립
자문

• 수가관리 전략 및
수가체계 점검

• 의료지주회사 설립 자문
등

•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자문

공공기관

경영전략
• Health Industry 신사업
진출(다각화) 전략 수립
자문
• 국내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자문
• 글로벌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 전략 수립 (Market
Access) 자문

• 보건산업 정책 및
추진전략 수립 지원 자문
•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자문
• 원가 및 수가체계 적정성
검토사업
• 지역의료시설 설립 및
노인요양시설 설립 등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원 자문
• 시장 영업/운영 전략

•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서비스 (BSC)

• 정보시스템 구축

• 원가관리 (ABC)

• 정부정책 대응 전략 수립
자문 등

•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등

M&A Advisory 부문
지원
• 의료기관 인수 및 매도 실사(FDD) 자문
- 삼일네트워크를 통한 최상의 인수자 확보
-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인 대상 자문

실행
• 인수합병(M&A, Seller, Buyer) 실행 자문
- 삼일네트워크
• 구조조정/분할/분할상장(Carve Out) 자문

• 가치평가(Valuation)/가치 증대 전략 자문
- 적정인수/매도가격 산정 및 협상
• 법률 및 세무상의 이슈 검토
• M&A 후 통합 자문(Post-Merger Integration)
- 정상화를 위한 통합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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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서비스 소개
병원산업 전문화팀은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계획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성과 개선, 병원
R&D 사업화 역량 강화, 기업 Healthcare 산업 진출 및 확장 전략 수립, Health Industry M&A
Advisory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01

02
03
04
05

You need

We help

• 내·외부 환경 변화 대응

• 경영진단 및 재무진단

• 전략 방향성 재정립

• 병원 조직 재설계

• 내부역량/경쟁력 분석

• 인사체계/제도 재설계

• 병원 전문화 방향 정립

• 공간구성 전략 수립

• 동기부여체계 구축

• 진료프로세스 비효율 개선안 마련

• 의료서비스 전략 수립

• 로고 개선, 브랜드 강화방안 마련

• 새병원 건립타당성 검토

• 병원 전문화 방향 정립

• 수익성 개선방안 수립

• 수익성 개선방안 수립

• 동기부여체계 구축

• 의사 성과평가체계 설계

• 브랜드 전략 수립

• 인력운영계획 수립

• 연구중심병원 경쟁력 확보

• 중점연구분야 타당성 분석

• R&D 사업화

• 연구계획서 총괄

• 대형 국책과제 수주

• R&D 사업화 역량강화 전략

•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투자유치 방안 자문

•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 산학연병 협력 활성화

기업 Healthcare
산업 진출 및
확장 전략 수립

• 해외진출 수익모델 수립

• 병원해외진출 전략 수립

• 현물출자, 자금조달

• 현물출자

• 사업진출 사업타당성 검토

• 투자유치, JV 자문

Health Industry
M&A Advisory

•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법인 인수합병(M&A, Seller, Buyer) 자문

중장기 발전전략 및
계획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성과 개선

병원 R&D 사업화
역량 강화

• Health Industry 신사업 진출 위한 인수 대상 탐색 및 M&A 자문
• AI, 로봇, Digital Health 등 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 성장 전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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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 병원산업 전문화팀은 국내외 Health Industry의
변화 속에서, 의료기관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01.
병원 발전전략 및
계획수립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의료기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병원 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등장으로 경쟁
격화, 의료서비스 마진 하락 등과 같이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주요 의료기관 및 의료 산업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면서 연마한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사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회계법인의 강점을 활용해 원가시스템 구축,
성과급 개선 등 실질적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에 대한 거시적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발전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02.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성과 개선

국내 의료기관은 직면하고 있는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미래의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신규 시설투자를 통해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시설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학병원 동향과 인구 변화 분석, 예산 확보
등 새병원 건립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사업으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한 대형사업입니다.

03.
병원 R&D 사업화
역량 강화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역할 정립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인프라에서부터 조직원의 마인드 개혁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변화관리가 필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R&D 역량 및 포트폴리오 분석, 글로벌 벤치마크,
의료기관 경영관리, 산학연병 개방형 네트워크, 구분회계,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정보화 전략 계획 등의 업무 경험과
변화관리 역량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R&D 기술사업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구조 확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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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은 가장 급격한 변화와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루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04.
기업 Healthcare
산업 진출 및
확장 전략 수립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대표적인 고부가·신성장
사업인 Health Industry 진출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지식의 복잡성, 규제 등으로 인한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05.
Health Industry
M&A Advisory

Health Industry는 대규모 자금의 장기적 투자와 최첨단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 보유 기술의 가치평가 및 이에
기반한 투자자 유치와 대형-중소형 업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M&A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다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축적한 Health
Industry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관계자 Network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Health 사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Market Access) 등에 대한 전략 수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고 회계법인으로서 의료분야(병원,
의료기기, 제약 등)를 포함 Healthcare Industry에서 최고 수준의
실사 / FS / Valuation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며, Deal 실행을 통해
고객가치 극대화 및 특화된 최적의 전략 수립을 통해 고객사의
성공적 투자유치 / M&A(인가전 M&A) / 기업 구조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6

삼일PwC

중소병원 상생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의료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의 외부환경 요인이 더하여 많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 들어선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들과
경쟁하면서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대학병원과 전문병원 사이에서
중소병원들이 역할 정립과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최근 중소병원 상생전략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자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을 지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본 상생전략 프로그램은 해당
병원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이 필요한 실행과제 위주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병원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의료진과
직원들의 동기부여 강화를 통해 병원을 정상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진단 & 재무진단
중소병원의 분야별 경영진단을 통해 진료, 연구, 운영시스템 등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들에 대해
경영개선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병원과 비교분석을 통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합니다.

업무프로세스 & 서비스 점검
병원의 급여 청구 및 심사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합니다. 또한 임의비급여 항목을 합법적인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통해 수익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임의비급여로 인한 위험을 제거합니다.

비급여수가 & 진료패턴 분석
의사별, 질환별 진료패턴을 분석하여 의료진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의료품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비급여 수가를 타 병원과 비교하고 Gap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제공합니다.

동기부여체계 & 조직문화 개선
경영상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교육시스템 및 평가관리 시스템 점검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합니다.

브랜드전략 수립
중소병원 브랜드 전략 수립을 통해 병원 이미지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기존의
위상을 넘어 새롭게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삼일회계법인 병원산업 전문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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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edential

Services

Clients

병원 발전전략 및
계획수립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고려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세종병원
하은의료재단, 조은의료재단

•
•
•
•
•
•
•
•
•

미래발전 중장기 전략 수립 자문
새병원 건립 마스터플랜수립
성과평가체계 수립
미래성장전략 수립 자문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자문
알제리 진출전략 수립
중국 진출전략 수립
사우디아라비아 / 카자흐스탄 진출전략 수립
회생조사 및 자문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성과 개선

건국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
•
•
•

새병원 건립타당성 검토
용인동백세브란스 운영전략
암병원 건립 사업타당성 검토
성과평가체계

병원 R&D 사업화
역량 강화

국내 주요 병원(7개)
국내 주요 연구중심병원(6개)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길의료재단
아주대학교병원

•
•
•
•
•
•
•
•

연구중심병원 지정 자문
R&D 기술사업화 지원
임상의과학자 연구역량강화 자문
인공지능(AI)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자문
CRO 전략 수립 자문
원천기술 개발전략 수립 자문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전략 자문
광역거점사업 연구역량강화 자문

전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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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Projects

Services

Clients

Projects

기업 Healthcare
산업 진출 및 확장
전략 수립

유한양행, 일동홀딩스, 한국노바티스,
한독약품공업, 부광약품 등 다수 제약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바디텍메드, 대성마리프
메디파마플랜
화이자, 오스템임플란트
바디텍메드
3M
Abbott Korea / Amgen
Gilead Science
Bayer, 3M
Abbvie
삼성바이오로직스
B, D 등 제약사

• 혁신제약기업 인증 지원

정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산업보건협회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코리아메디컬홀딩스
한국서부발전

•
•
•
•
•
•
•
•
•

M&A Advisory 지원

R, N 의료기기, 글로벌 P제약, 국내 K,
G 제약, L사 등
H 의료기기, H제약, B, O 의료재단
글로벌 K, D사, 글로벌 P제약, D제약,
Y의료서비스사
B, S바이오, D제약
B바이오
글로벌 K, P 제약, M의료재단 등
G제약
글로벌 L사

• 투자유치 자문

•
•
•
•
•

가치평가(valuation)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인수실사
국가별 IPO 시장 검토
M&A Target 발굴

S바이오회사
칼라세븐
송도헬스케어네트워크
㈜바이오씨앤디
근화제약
오리엔트바이오
대웅바이오
롯데그룹
대웅제약
보령제약

•
•
•
•
•
•
•
•
•
•

CMS(의약품중간체 제조업) 분할설립
투자유치
투자유치
투자유치
드림파마 인수
화인썬트로닉스 인수
한올바이오파마 인수
보바스병원(늘푸른의료재단 운영) 인수
베트남기업 인수
전략적 M&A

M&A Advisory 실행

•
•
•
•
•
•
•
•
•
•
•
•

유럽진출 전략 수립
중국진출 전략 자문
중국현지화 전략 수립
사업부(PMO) 운영전략 자문
판매채널 개선 전략 자문
수술기자재 / 치료재료 시장조사
벤치마킹
국내 시장진출 및 Indication(특허) 분석
국내 시장진출 전략 수립 자문
국내 보험급여 정책대응 자문
지주사설립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선진화
진료정보 활용방안 자문
경영 프로세스 개선 방안 도출
경영 프로세스 진단
성과평가체계 개선 자문
조직성과지표 고도화 자문
자회사설립 방안 마련 자문
병원수출 지원사업 자문
해외수출병원 모델 구축 자문
지역특화의료서비스 구축 자문

• 매각자문
• 인수자문

Contacts
삼일회계법인 병원산업 전문화팀
정민철 파트너

대표번호

02 709 0321
010 7255 6326
min-chul.jung@pwc.com

권선병 부장

대표번호

02 709 8825
010 3164 4815
seonbyoung.kwon@pwc.com

www.pwc.com/healthcare
www.pwc.com/pharma
www.pwc.com/hri
www.pwc.com/kr/ko/industry/pharma-bio-healthc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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