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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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베트남 진출 컨설팅_ 여성의원) 
10월 2022년 부산의료기관 해외 원격진료소 플랫폼화 사업 컨설팅 
10월 베트남 현지 의료법인 설립 자문 컨설팅 
11월 베트남 건강검진센터 설립 현지 시장조사 컨설팅 
1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베트남 센터 "2022 KOCCA B2B Day" 비즈 매칭 대행 컨설팅 

2021 2022 2023 2024 2025 



01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미케어 사업 베트남 유통망 개발 컨설팅 
02월 인천대학교_베트남 여성 피부색 측정 연구 컨설팅 
04월 E 성형외과 베트남 협력 병원 설립 컨설팅 
05월 강남의료관광 설명회 대행 (호치민/ 강남구 주최) 
08월 GSIPA 헬스테인먼트사업 개발 컨설팅 
09월 베트남 ASEAN Hospital - 유로 성형외과 협력 병원 협약체결 컨설팅 
11월 베트남 S社 DENTAL 한국의료진 채용 컨설팅 
11월 GSIPA 정보문화사업단 지원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시장 조사 
12월 M社 베트남 진출 시장 조사 - 12월 D社 농산물(양배추) 수출 대행 
12월 대전선병원 베트남 기자 간담회 대행 컨설팅 

02월 G社 헬스테인먼트사업 개발 컨설팅 (하노이/호치민) 
02월 V社 한국 병원 탐방 / 시장 조사 컨설팅 
03월 V社 한국 의사 채용 계약 체결 
04월 인천대학교_2차 베트남 여성 피부색 측정 연구 컨설팅 
05월 대전선병원_베트남 최초 한국 의료 시스템 수출 계약 컨설팅 (계약 체결 완료) 
07월 M社 2D 애니메이션 제작 대행 컨설팅 
11월 인천대학교_K Beauty 패키지 및 화장품 평가를 위한 시장 소비자 조사 컨설팅 

05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헬스테인먼트사업 개발컨설팅 
11월 하노이 Sun Medical Center 경영 지원 컨설팅 서비스 제공 
12월 "2018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 특별전" 행사 현지지원 

01월 하노이 선병원 경영지원 컨설팅 ( 14개월 / 경영 대표이사 재직 ) 
05월 Y성형외과 베트남 진출 컨설팅 
08월 한림대-KOICA 지원사업 World Friends Korea Project 컨설팅 
10월 대전시_하노이 교포 간담회 컨설팅 

04월 공안부 전통의학 병원 검진협력 체결 
06월 고신대학교 병원-베트남 원격진료센터 개원 컨설팅 
07월 한국 글로벌헬스케어 협동조합 화상 수출 상담회 컨설팅 
08월 Phung Dong 종합병원 계약체결 (국제진료센터 운영/기업건강검진) 
12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베트남 인터넷 협회(VIA) MOU 체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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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아름다운 나라 의료관광 설명회 통.번역 컨설팅 
06월 인하대 병원 화상진료 상담 시연회 컨설팅 
07월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림 
07월 인하대 병원 업무협약 체결 
07월 안세병원 베트남 홈페이지 구축 통.번역 컨설팅 
07월 한국관광 프로모팅 컨퍼런스 참가 (한국관광공사 주최) 
08월 BK 동양성형외과 업무협약 체결 
08월 CL 병원 베트남 진출 컨설팅 
11월 인하대병원-FAMILY MEDICAL PRACTICE 병원 MOU 체결 컨설팅 

01월 대구시-Hanoi TV 나눔의료 방송 
01월 하노이 방송국감사패 수령 
02월 베트남 병원 한국형 성형외과 시스템 도입 컨설팅 
03월 EURO 성형외과 업무협약 체결 
03월 EURO 성형외과 - 하노이 의과대학병원 성형외과 개원 컨설팅 
04월 연세대 강남세브란스 병원 - 하노이 의과대학병원 MOU 체결 컨설팅 
05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 Hanoi TV 나눔의료 방송(척추협착증) 공동 주관 
05월 하노이 국영 방송국 사장단 한국 의료기관 탐방 행사 컨설팅 
05월 베트남 의료관광 설명회 참석(한국관광공사 주최) 
06월 하노이 의과 대학병원 한국 연수 프로그램 컨설팅 
06월 베트남 성형외과 의사 EURO 성형외과 연수 프로그램 컨설팅 
06월 한국병원 의료진 파견 컨설팅 
07월 하노이 TV 나눔의료 "CAU NOI YEU THUONG" 대표이사 방송 출연 
11월 대전 선병원 하노이 의료관광설명회 컨설팅 
11월 화순 전남대병원 병원 설명회 언론 광고 컨설팅 
11월 Ocean Bank 에이퍼트 증후군 환아 후원 사업 컨설팅 
12월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한국) 
12월 한국관광공사- 신한카드-강남세브란스병원-하노이TV 척추 협착증 환아 나눔의 

02월 대구시-건양대병원-하노이TV나눔의료 컨설팅 
03월 척추측만증 환아(Quang Thi Ha) 나눔의료 방송 방영 
03월 경기관광공사 주관 "경기국제의료설명회" 행사 대행 
03월 부천 순천향병원 업무협약 체결 
03월 세종대 병원 업무협약 체결 
03월 경기관광공사-하노이보건국 업무협약체결 컨설팅 
04월 베트남공안부 산하 "전통의학병원" 업무 협약 체결 
05월 메디팜(VIETNAM MEDI-PHARM 2013) 참가 
05월 강남세브란스-하노이의과대학병원 세미나 컨설팅 
06월 한국관광공사-강남세브란스-세방전지 하노이 TV 후원 척추측만증 나눔의료 주관 
07월 척추측만증 환아(Dam Thi Bong) 나눔의료 방송 방영 
07월 인천의료관광재단-한국관광공사 공동주관 "한국의료관광설명회" 행사 대행(하노이) 
07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업무협약 체결 
07월 대전선병원 병원 탐방 컨설팅 
08월 인천의료관광-한국관광공사 공동 주관 "한국의료관광설명회" 행사 대행(호치민) 
09월 인천의료관광재단 - 위드미 병원 베트남 화상환자 대상 나눔의료 컨설팅 
10월 인천 의료관광재단 번역 컨설팅 
12월 대전 선병원 "2013 한-베 보건의료 교류회" 행사 
12월 인천의료관광재단(대표팀) - Dong Da Heart Hospital 탐방 컨설팅 
12월 대전 선병원- Construction Hospital 의료 봉사 지원 컨설팅 

02월 NU성형외과 베트남 파트너 발굴 컨설팅 
03월 고신대 병원-Traditional Medicine 탐방 컨설팅 
03월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의료관광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제작 대행 
04월 고신대 병원 Hung Viet Hospital MOU 체결 컨설팅 
04월 부산시 주최 "한국-베트남 의료관광 세미나" 
04월 부산시 주최 " 2014 부산의료관광산업 해외특별전" 
05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베트남 정보통신부(MIC)  
        "디지털 미래와 ICT 인증 시스템" 워크샵 대행 
06월 한림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 연구소 업무협약 체결 
09월 2014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초청 방문 
10월 한국관광공사/고신대 복음병원 하노이 TV 후원  
         척추측만증 나눔의료 주관 
10월 고신대 복음병원 업무협약 체결 
11월 제 1회 베트남 VIP 한국의료관광 상담회 주관 

01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베트남 병원 탐방, 간담회 컨설팅 
01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02월 강원도 의료관광 팸투어 초청방문 
02월 동인병원 업무협약 체결 
03월 인천대학교_K뷰티 베트남 시장조사 컨설팅 
05월 2015 하노이 환경에너지 박람회 
05월 차바이오텍 업무협약 체결 
06월 고려대 안암 병원 업무협약 체결 
06월 경북대 병원 업무협약 체결 
06월 샘병원 업무 협약 체결 
06월 2015 암환자 상담회 및 학술교류회 기획 및 주관 
06월 건강 의학TV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06월 바노바기 성형외과 업무협약 체결 
07월 인천대학교_K뷰티 베트남 시장조사 2차 컨설팅 
08월 노종훈 성형외과 업무협약 체결 
10월 대전의료관광 홍보설명회 대행(하노이) 
11월 대전의료관광 홍보설명회 대행(빈증시) 
11월 충한국힐링의료관광 팸투어 방송 제작/방영 
12월 제 2회 베트남 VIP 한국의료관광 상담회 

2011 2012 2013 20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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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