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혼 인터내셔널은 한국 의료 시스템 수출, 현지의료기관 경영지원 컨설
팅, 베트남 의료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베트남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베트남 의료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2020년 8월부터 프엉동 종합병원과 ▲ 한국인 의료진으로 구성된 국제진
료센터 운영 ▲ 기업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사업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
고 한인 교민, 주재원 및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높은 고객 만족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추진중인 국제진료센터는 우수한 한국인 의료진과 첨단 의료 장비를 사
용하여 한인 교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활동 분야와 예산에 맞는 차별화된 기업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통합적 건강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HANOI 국영 방송국, 한국 정부기
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베트남 어린이 환자를 위한 ”나눔의료”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베트남 전역에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휴 의료
기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6월 2021 ICT 기반 비대면 원격협진서비스 사업 

07월 가정방문 RT-PCR 검사 서비스 

10월 한-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사업 88건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 센터) 

11월 K-PRODUCTS ROAD SHOW 홍보 부스 제작 
(중소기업 중앙회) 

/ 

03월 KOICA CTS SEED 사업 지원 

05월 한국 – 베트남 온라인 B2B 비즈매칭 상담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 센터) 

09월 오유정 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GHKOL 전문위원’ 으로 선정 1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베트남 인터넷 협회(VIA) MOU 체결 컨설팅 





VITASK센터 개소식 기획 / 대행 (한국/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참석)    

강남의료관광 홍보설명회 기획 및 대행(강남구 주관)   

VITASK센터 개소식 



한국 힐링 의료관공 제작 

나눔 의료 Love Bridge 생방송 

한국 의료관광 홍보 방송 제작/방영 

건강 의학 TV  프로그램 제작 

한국 힐링 의료관광 팸투어 방송 제작/방영 

한국병원 TV News 보도 자료 제작 / 방영 



베트남 공안부 병원 사업 협력 

부산정보산업진흥원-VIA MOU 체결    

한국글로벌헬스케어 협동조합 화상 수출상담회 컨설팅   

해외 시장조사  
바이어 및 파트너 발굴  

한국글로벌헬스케어 협동조합  
화상 수출상담회 

2022 온라인 비즈매칭 상담회 60건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센터) 

2021 K-CONTENT EXPO 한-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88건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센터)  



고신대병원-하노이의과대학병원 원격진료 센터 개원 컨설팅   

대전선병원 베트남 병원 탐방 컨설팅   

대전 선병원 한국의료시스템 베트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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