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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K와 MPK카자흐스탄 소개

2. 2년간의 외래병원 운영 경험 (카자흐스탄 알마티)

3. 임상검사센터 운영 경험(카자흐스탄 알마티)

4. 카자흐스탄에서의 코로나19 현 상황

5.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의료산업 전망



MPK 사업개요

진단검사

의료서비스

“첨단진단기술을동반한의료서비스”

* POCT: Point-of-care Molecular Diagnostic Technology

한국

CIS (구소련)

아세안

추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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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aty

Astana 

Singapore 

향후진출예정시장

Go-to-market Expand우선진출국가 (Phase 1, ~2021) 추가확장 (Phase 2, ~2025)

Moscow 

Go-to-market Expand

• 카자흐스탄알마티, 누술탄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CIS

ASEAN/China

CIS

ASEAN/China

The Others

Hanoi 

Ho Chi Minh City 

• 코리안클리닉: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상하이. 

• 카자흐스탄기타도시및주변중앙아시아국가진출

• 러시아기타도시진출

• 중국기타도시로확장

• 중동, 미주, 호주등

외래종합병원및
전문병원모델수립

Hong Kong 

Shanghai 코리안클리닉확산







Waiting lounge, pre-consulting and blood analysis rooms

Waiting lounge

Waiting room for children

Waiting lounge and pharmacy

Reception

Waiting lounge

Reception

Corridor and women’s room

Waiting room for mothers



진료과및진단검사기술

진료과

내과 (순환기)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일반의

영상의학과 (초음파)

영상의학과 (X-ray)

진단 검사 기술

내분비내과

비뇨기과



기존 현지 클리닉과의 차이점?



한국가이드라인을기본으로현지상황에맞게수정보완

만성피로검사및치료가이드라인 소아감기치료지침 만성기침에대한검사 및치료

가이드라인
문서화

병원정보시스템에
적용

출간매년
지속적업데이트

MPK 자체임상진료지침및진료지원체계



MPK 자체임상진료지침및진료지원체계



환자의뢰체계



환자의뢰체계 –원격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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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06/Sep/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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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현황 (9월)

27 366 648 cases of COVID-19, including 893 084 deaths



카자흐스탄현황 (9월)



검사, 검사, 검사!

Testing, Testing, Testing



검사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환자추적의중요성



한국예시: 코로나19 지도



재유행?



다중 PCR : COVID-19, influenza, R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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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원격의료 (국내, 국외)



더욱높아진한국헬스케어기업선호도



현지대기업들의헬스케어산업진출

Eurasian Resources Gro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