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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정부 정책건의시 회원사 의견 반영


정기적인 CEO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등), Dynamic BIO를 통한 업계 지원 정책 제안 등 회원사의 적
극적 참여로 업계 이익을 대변 및 의견 개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함



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 수렴

2. 정부의 바이오분야 R&D 지원 활용


바이오의약품 분야 정부 R&D 과제 제안 창구로 활용(기술수요조사 과제 제안, 연구기획 참여)



각종 정부의 R&D 지원 제도 활용 (협회에서 모니터링하여 회원사에 우선적으로 정보 제공)

3. 회원사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지원


Dynamic BIo(바이오의약품산업 발전전략기획단) 운영, 해외전시 지원 및 해외 바이오 기관과의 친밀한 협력과 파트너
십을 통하여 회원사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



회원사의 증대로 인한 네트워크 확대(회원사 간 또는 회원사와 식약처 간)및 기업 홍보의 장이 될 수 있음



회원가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링 지원이 가능함 (기업간 기술제휴 및 컨설팅 등)



협회 또는 Dynamic BIo 관련 워크숍, 교육, 세미나 시 협회 부스를 통한 사업 및 기업 홍보 가능

4. 정보지원 서비스


협회에서 발간하는 뉴스레터(주간)를 통해 회원사 및 바이오의약품 관련 각종 정보 서비스 제공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및 자료 활용 (법제 행정 뉴스, 행사 교육 등)

5. 기술거래 지원


라이센싱 및 M&A 추진 지원



회원사 간 또는 회원사/비회원사 간 제품 및 기술제휴 추진 지원



전략적 기술 제휴 및 투자기관과의 효율적인 투자 파트너십 형성에 이바지 함

6. 제품화 지원 서비스


국내외 바이오의약품 정책, 규제 및 산업정보를 포함하여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바이오의약품 정보지원서비스 (www.bpis.or.kr) 운영 (‘14년부터)

7. 전문인력양성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의약품 특화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8. 기타




식약처 QbD 관련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하여 QbD 도입 시 업계가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14년) 바이오의약품 QbD 도입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연구

‐

(‘14년) 설계기반품질(QbD) 인력양성 프로그램

‐

(‘15년) 바이오의약품 설계기반품질 (QbD) 모델개발

협회 주요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여시 참가비 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