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you have to be Strategic,

CAPSTONE은 개선문과 같은 아치형 다리의 마지막에 얹는 갓돌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산물, 최적의 성과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캡스톤브릿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최고, 최적의 성과물이 BRIDGE를 이루어
학계와 업계, 즉 Academia(學)와 Industry(業)간 지식의 균형을 이루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캡스톤브릿지는 고객의 전략적 실행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의료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Health System & Hospital
생명과학 연구소
Life Science Company

캡스톤브릿지의 업業은
전략컨설팅입니다.

대학 산학협력단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중앙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Government & Nonprofit Body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School of Medicine
전문병원, 병원
Specialty Care

약력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대학원 보건의료정책·의료경영학석사(MHA) 졸업
美공인회계사(U.S. CPA, The State Board of Accountancy, Delaware)
현) 캡스톤브릿지, 대표이사, 경영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t)
전) 美 FTI Consulting Inc. FTI Healthcare(Atlanta, Georgia, USA), Financial Analyst
전) 존슨앤존슨 메디칼(Johnson & Johnson Medical, Korea)
전) 삼일회계법인(PwC, Korea)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의학연구(Research in Medicine) 연구지도자
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국가연구기획사업 기획자문위원
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바이오·ICT 기술경영 자문위원, 지적재산권 심의위원
현) DBR(동아비즈니스리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객원편집위원
현) 서강대학교 바이오·헬스케어 기술사업화 자문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지식재산실용화 투자유치평가위원
현)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비상임 기획이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중입자가속기치료센터 투자평가위원

컨설팅 프로젝트 이력
국내 :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대학병원 의생명연구소, 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식의약·의료기기사,
제약회사｜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하기관｜지방자치단체｜
대학 산학협력단
해외 : 美국립보건원(NIH)｜바이오 유관기관｜뉴욕, 펜실베이니아 소재 Health System, 종합병원, 전문병원｜
보험사｜제약사

강연
대학병원 경영진, 의료진｜의대 교원｜중앙관서, 지자체｜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임직원
캡스톤브릿지
대표이사

고 주 형

美·英·中 헬스케어 유관기관 임직원 영어 강의

Risk Management & Decision Making

바이오・헬스케어 위험경영과 경영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주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기관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경영역량과 업무기반을 강화하여 사업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Strategic Consulting & Business Advisory

영역별 경영 컨설팅과 보건의료·기초과학
전반의 정책 자문을 수행합니다.

국가 연구개발(R&D) 기획

기술사업화

성과분석, 평가

연구개발 사업기획,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정책사업 효과성 분석

국내외 환경분석,

기술동향조사 및 수요 전망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정부 R&D 정책 효율화

사업화 로드맵 설계

사업추진체계 강화

경영전략 수립

신사업 타당성 평가

정부정책 자문

경영진단 및 효율화 전략,

예타 지원, 신규 사업 평가

보건의료·기초과학 정책 자문

국내외 시장 확대 전략,

신·증축 및 이전 타당성

지자체·출연(연) 정책 자문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시설·장비투자 타당성

중소기업 지원성과 향상

경영역량 강화

물적자원 효율화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경영자 리더십 강화,

적정 가격 협상

브랜딩 개념 설계

임직원 직무평가,

부지·공간 마스터플랜

해외 마케팅 지원

직종별 역량강화 교육

SCM 및 원가 타당성

브랜딩 효과 분석

Strategic Consulting & Business Advisory

병원경영 전반의
중장기 경영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국내외 병원 발전전략 수립

국내외 의사결정 타당성 검토

정부정책 자문

진료・연구・기술사업화 경영진

사업 다각화, 병원 인수, 신·증

보건의료 정책 성과향상, 부지

단, 발전전략 수립, 실행 지원

축, 가치 평가, 시설·장비 투자

활용 방안 마련, ODA 추진

자원 활용도 개선

경영 모니터링

분쟁 조정, 협상 지원

공간 마스터플랜, 약제・물품

경영진단에 이은 주기적 경영

외주업체 최적화, 업무 및 가격

supply chain, 구매 타당성

실적 점검과 전략 실행 지원

협상 지원, 분쟁 예방과 조정

직종별 역량 강화

헬스케어 재무, 절세전략

브랜딩과 커뮤니케이션

임직원 직무평가, 교원 인사제도

재무구조 개선, 원가 절감, 비용

브랜딩 개념 설계, 디지털 마케

개선, 직종별 역량강화 방안설계

구조 분석

팅, 기관·개인 통합브랜딩전략

의료 질 향상

경영 아카데미

조직문화 활성화

진료 프로세스 혁신, 내원 프로

전략, 정책, 마케팅, 협력, 건축,

경영자·관리자 리더십 강화, 조

세스 정립, 수술방·응급실 개선

리더십 교육, 의대 특성화 교육

직효율화, 내외부 소통강화

When you have to be better,

다양한 바이오•헬스케어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캡스톤브릿지의 업무 네트워크

CAPSTONE BRIDGE Inc. visited ; Upenn Hospital, Cleveland Clinic, Pfizer, Dana–Farber Cancer Institute, Walter Reed National Military Medical Center, Kaiser Permanente,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Wills Eye Institute, Bumrungrad in
Bangkok, Sumitomo, Toronto General Hospital,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Yale School of Nursing, Johns Hopkins Medicine,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Univ of British Columbia Hospital, New Hanover Regional Medical Center, 九州国際重
粒子線がん治療センター SAGA HIMAT_Heavy Ion Cancer Treatment Center, Univ of Michigan Hospital, Wayne County Nursing
Home & Rehab Center,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 Brigham Women’s Hospital, Guthrie Robert Packer Hospital,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Cayuga Medical Center, Grand Med Hospital Ulaanbaatar Mongolia, セイルカ国際病院_Seiruka
Kokusai Byoin, Harvard Medical School,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Johns Hopkins Bayview Campus,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U.S. GAO), Columbia University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Eye Care Center, 上海中醫藥
大學,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Morgan Stanley Children’s Hospital- a part of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and the
Columbia University Medical Center, Mass General Hospital, Mt Sinai, NewYork-Presbyterian Hospital-Cornell, Sterling house of
Ithaca,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Willmington Medical Park, University of Maryland Medical Center, 复旦大学附属
肿瘤医院_Fudan University Shanghai Cancer Center, National Cancer Institute, MetLife Inc., United Zion Retirement Community, Columbia University Mailman School of Public Health, Zimmer, Yale New Haven Hospital, Cape Fear Hospital, 東大病院_The
University of Tokyo Hospital, Mcgill University, Johns Hopkins 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ntermed Hospital Ulaanbaatar Mongolia, Cornell University Hospital for Animals, University of Washington Medical Center, Veterans Affairs, Carillon Nursing and Rehabilitation Center, Johns Hopkins Wilmer Eye Institute, Kendal at
Ithaca, Cigna Medical Group,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Gannett Health Services, North Shore-Long Island Jewish
Health System, Canyon Ranch at Boston,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Columbia, Dignity Memorial, Harvard–MIT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Vietnam Daknong General Hospital.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으로
컨설팅의 전형典型을 지향합니다

해외 의료기관 벤치마킹과 연구활동으로 사고와 지식의 폭을 넓히고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대학병원, 전문병원,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대학 강연을
통해 체계화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저술과 의료 전문지 칼럼을 통해 오피니언을 제시하여 헬스케어
전반의 역량향상에 기여합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의
미래 인재양성을 지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의대 본과 의학연구, 경영특성화 연구 지도
미래 의료인의 성장지도를 담은 <의대 본과생에게(What They Didn’t Teach You in
Med School, 2015> 출간
동아일보, 중앙일보 칼럼
메디칼타임즈 <헬스케어 스타트업 리더십>, <병원경영의 시선> 연재
대학 스타트업 교육

캡스톤브릿지는
전략의 신속한 실행과
고객의 지속성장에 집중합니다.
경영자문철학
Implementation
Sustainability

캡스톤브릿지는 경영전략의 신속한 실행에 집중한다
캡스톤브릿지의 관심은 고객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사업철학
캡스톤브릿지는 헬스케어 업계 전반의 진정성을 지향한다

Every Health Organization is Well

캡스톤브릿지의 가슴은 한국에 둔다. 그러나 시야는 세계로 향한다
캡스톤브릿지 성장의 방향은 진화다

Consulting is Everywhere

Bridging the Gap

캡스톤브릿지는 구성원의 가족까지 생각한다

Business Transforming Life

캡스톤브릿지는 내실에 기반한 가치를 중시한다

Behind the Headlines

When you have to be Right,

T. 02-554-0807

F. 02-556-0809

H. www.capstonebridge.co.kr

E. admin@capstonebridg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