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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 사진 
 

 
[ 전시장 ] 

 

 

[ 개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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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테이프 컷팅식] 

 

[개막식 참석 내빈들] 

 

[개막식 국민의례] 

 

[본회 박상근 회장 개회사] 

 

[정의화 국회의장 개막 축하 영상]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영상] 

 

[함정오 코트라 부사장 축사] 
 

[내빈 전시장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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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빈 전시장 관람] 

 

[내빈 전시장 관람] 

 

[음압병동 콜라보레이션관 시현] 
 

[최신음압병동 모델하우스를 찾은 내빈들] 

 

[참여업체 부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내빈들] 

 

[내빈 전시장 관람] 

 

[전시장을 관람중인 신경림 국회의원] 

 

[음압병동 콜라보레이션관을 찾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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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후 오찬] 
 

[참여업체 Welcome Reception] 

 

[본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추계 학술세미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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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병원간호사회 학술행사] 

 

[대한의무기록협회 관리자 워크샵] 

 

[전국병원 구매물류 담당자 컨퍼런스] 
 

[병원건축 포럼] 

 

[세미나를 수강하고 있는 참석자들] 
 

[세미나장 모습] 

 

[세미나장 모습] 
 

[무료 세미나에 참여중인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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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본회 회장 간담회] 

 

[전시장을 찾은 해외 바아어] 

 

[참가업체 부스를 찾은 해외바이어] 

 

[참가업체 출품 제품을 체험중인 해외바이어] 

 

[해외 바이어 상담회 장소] 

 

[전시장내 VIP 라운지] 

 

[세미나실 모습] 
 

[전시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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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전시부스 모습] 

 

[참가업체 전시 모습] 

 

[메르스 사태관련 감사패 수여] 

 

[메르스 사태관련 감사패 수여] 

 

[전시장 내부 모습] 
 

[최신 음압병동 콜라보레이션관]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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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을 찾은 신경림 국회의원] 

 

[전시장을 찾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전국병원 구매물류담당자 전시장 라운딩] 

 

[대한물리치료사협회 50주년 기념식 및 후반기 보수교육] 

 

[글로벌 헬스케어 성공전략 세미나]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관련 수료식] 

 

[전시장 전경] 
 

[전시장 전경] 



11 

 

Ⅱ. 행사 개요 

 

1. 전시회 개요 
 

가. 목 적  

 

○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 미래 병원의료 산업 모델 제시, 국내 병원의료 

산업 전시회 선도 

○ ‘KHC 및 병원의료산업전시회’ 11회째 개최 운영 능력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로부터 국제인증 전시회로 4회 연속 인증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의 글로벌 TOP 박람회로 

도약 

○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 확산을 통한 병원의료산업의 투

자 활성화 

 

나. 배 경 

 

 ○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부

창출 및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확산을 통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병원의

료산업 발전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대두 

○ 본회는 그동안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활성화 및 업계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Korea Healhtcare Congress 및 병원의료산업전시회'를 11회째 개최해

오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인증 전시회로 4회 연속 인증 

 ○ 기존 병원의료산업전시회 (11년) 바탕으로 향후 규모 및 내용 보안 확대 발전을 모색하고 국

제적 경쟁이 가능한 글로벌 TOP 전시회를 만들기 위하여「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기획 

 

다. 운 영 

 

 ○ 본회 주최의 'K-HOSPITAL FAIR'는 의료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병원인들이 준비한 박람회

로 국내외 관련 주요 병원의료산업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최신 의료산업의 동향은 물론 미래

의료기술 및 최신 의료시스템을 선보임 

 ○ 기본 전시회(제약, 의료기기, BT 및 NT, 병원건설 및 장비, IT 및 의료기술융합, 건강관리지원 

등)이외에 병원의료산업의 Blue Ocean인 콜라보레이션관 특별관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내

외 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등 기존의 의료전시회와는 차별화하여 의료현장의 need와 미

래의 예측수요에 초점을 맞춤 

 ○ 관람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기업에는 최고의 홍보 및 마케팅 역

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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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시회 현황 

 

■ 전시회명 2015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5) 

■ 주    제 Leading Glocalization of Healthcare (글로컬 헬스케어 선도) 

■ 기    간 2015.09.10(목) ~ 13(일) 10:00~18:00, 4 일간 

■ 장    소 KINTEX 제 2 전시장 7~8 홀 

■ 전시품목 병원의료산업 전분야 

■ 규    모 전시 : 16,935 ㎡,  198 개사 512 부스 / 세미나 : 42 개 Session, 131 개 강좌 

■ 주    최 대한병원협회 

■ 주    관 ㈜이상네트웍스, 미래의료산업협의회 

■ 후    원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 홈페이지 www.khospital.org 

■ 참    관 
전국병원(의료원)장 및 병원관계자, 국내외 병원의료산업 관련 기업, 해외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18,051 관람 

 

마. 전시장(전시품목) 구성  
 

9개 부문 22개 카테고리로 구성 

 

■ IT 및 의료기술융합 의료정보시스템, 융합기술, U-Health Care, U-Hospital 

■ 병원 건설 및 장비 병원건축, 병원설비, 병원인테리어 

■ 건강관리지원 요양지원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 이동보조장비 

■ BT 및 NT 바이오, 나노 

■ 제약 제약, 제약관련기기 

■ 보험·금융·컨설팅 보험, 금융, 컨설팅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 특별관 

콜라보레이션관,  

홈 헬스케어 특별관로봇관 

Self Medication 특별관 

해외 국가관 

■ 기타 기타 

 

 

http://www.k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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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장 구성 

 
 

 

[킨텍스 제2전시장] 

 

[전시장 : 제 2전시장 7~8홀] 

 

[세미나실 : 6홀] 

 

[세미나실 – 제 2전시장 6C홀, 3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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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및 컨퍼런스 

연번 기관명 내 용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해외진출 전문인력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해결활동을 통해 본 외국인 의료사고 예방 방안 

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과 의료 질 

4 병원간호사회(경기도) 간호의 패러다임 변화;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도입 

5 대한영양사협회 ‘글로벌 헬스케어’ 영양부서의 준비 

6 대한의무기록협회 의무기록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7 대한의무기록협회 의무기록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8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2015년 경기도회 제2차 주말보수교육 

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50주년 기념식 

1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11 한국여자의사회 예비 여의사(의대, 의전원)의 진로 및 일-가정 양립 방법 모색 

12 한국병원경영학회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례 및 전략 

13 한국 QI 간호사회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준비 

1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과 병원건축 

15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병원신·증축 및 리모델링 

16 유한대학교 LINC 사업단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17 한국관광공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의료관광마케팅전략 

18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방안 

19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근거중심의 원무실무 연수 

20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의료분쟁 사례 연수 

21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략과 의료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링 

22 대한병원협회 사업국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컨퍼런스 

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24 대한외과감염학회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보고'에 관한 교육  

25 법무법인 화우 병원경영과 법률이슈 

26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의 소통 전략 및 사례-소통으로 하나 되기 

27 (주)에이치엠엔컴퍼니 병원 환경소독(청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28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수련병원 (전공의)지도전문의 공통교육 

29 대한병원협회 총괄지원국 제2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30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 특별세미나 

31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32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33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사회 

34 서울시병원회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35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대한병원협회 경기도회 총회 및 학술세미나 

36 중국병원협회 한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37 대한재활병원협회 제3차 상임이사회 및 학술세미나(일본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시사점) 

38 특허청(한국지식재산전략원,한국발명진흥회) 사람중심의 의료기기분야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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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사내용 

 

1. 전시회 

가. 기본 전시관 (병원의료산업 전분야) 

- BT 및 NT(바이오, 나노)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 제 약 

- IT 및 의료기술융합(의료정보시스템, 융합기술) 

- 병원 건설 및 장비(병원건축, 병원설비ㆍ인테리어) 

- 건강관리지원(요양지원서비스, 건강관리시스템) 등 

 

나. 특별관 

〇 콜라보레이션관 

- 음압병동 모델하우스 구성 

- 최신 음압병동 모델 제시 

〇 홈 헬스케어 특별관 

〇 Self Medication 특별관 

구 분 내 용 카테고리 

음압병동 

(콜라보레이션관) 
음압병실을 포함함 최신 격리 음압병동 모델 제시  

격리병실 및 

음압병실 관련 설비 

및 의료기기 

홈 헬스케어 

특별관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가정에서의 건강관리 

-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기 위함 

- 비료적 영세한 헬스케어 기기업체 참여가능 

- 다양한 B2C 참관객 모객 가능 

재활기기 및 용품, 

건강보조기, 

자가진단기, 

헬스케어기기, 

재활기기, IOT 

솔루션, 수면장애관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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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Medication  

특별관 

- 진단의료기기 분야 참가 확대시키고, 약사들 참관 

유도 

- 약사들 위주의 바이어 모집으로 진단기기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제약회사도 큰 규모로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약사가 주로 참관하게 하여, 의료인이 B2C 참관객이 

되는 효과 발생 

진단기기,  

제약사 

(건강기능성 식품) 

 

〇 해외 국가관 운영 

- 이스라엘 및 네덜란드 등 국가홍보 전시관 구성 

‧ 이스라엘 벤처연구단지 실리콘와디 내     

의료기기업체들이 국가관을 구성 

‧ 수술실·ICU 의료기기업체 ‘Degania Medical’, 

병원·보건기관 네트워크업체 ‘EarlySense’, 

고집적 초음파 전문업체 ‘Insightec’ 등  

 

 

라. 규 모 

- 전년도 제 2 전시장 9 홀에서 7&8 홀   

전시장으로 확대이동(접근성 용이) 

- 6,729m2 에서 16,935 ㎡로 전년 대비 약  

2.5 배 이상 규모 확대 

- 진단기기, 응급장비, 소모품 등  

카테고리 세분화로 신규 참가업체  

증가 

- 전시에 대한 기대로 기존 참가사의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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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업체 

연번 구분 업체명 연번 구분 업체명 

1 K-HOSPITAL DeganiaMedical 36 K-HOSPITAL 자이온 

2 K-HOSPITAL 이스라엘상무부 37 K-HOSPITAL 텐디알 

3 K-HOSPITAL EarlySenseLtd. 38 K-HOSPITAL 메디피아이앤씨 

4 K-HOSPITAL EmbassyofIsrael 39 K-HOSPITAL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K-HOSPITAL Insightec 40 K-HOSPITAL JW 중외메디칼 

6 K-HOSPITAL IsraelExportInstitute 41 K-HOSPITAL 제로드소프트 

7 K-HOSPITAL NeuroTechSolutions 42 K-HOSPITAL 비엠에스코리아 

8 K-HOSPITAL PulmOne 43 K-HOSPITAL 케어박스 

9 K-HOSPITAL ShekelScalesLtd. 44 K-HOSPITAL 차의과학대 

10 K-HOSPITAL 우진메디텍코리아(주) 45 K-HOSPITAL 밀레니엄옵틱칼시스템 

11 K-HOSPITAL DKSH 46 K-HOSPITAL 명세씨엠케이 

12 K-HOSPITAL 고려휴먼테크 47 K-HOSPITAL 나노포커스레이 

13 K-HOSPITAL GERIATRICCAREASIA/ELDERCAREASIA 48 K-HOSPITAL 2016 바이오코리아 

14 K-HOSPITAL 씨그바리스 49 K-HOSPITAL 제이브이엠 

15 K-HOSPITAL 디엔디휴넥스 50 K-HOSPITAL 해미오토메이션 

16 K-HOSPITAL 필립스코리아 51 K-HOSPITAL 기가찬 

17 K-HOSPITAL 지멘스헬스케어코리아 52 K-HOSPITAL 여의시스템 

18 K-HOSPITAL 지이(GE)헬스케어코리아 53 K-HOSPITAL 장우산업 

19 K-HOSPITAL 프레제니우스메디칼 54 K-HOSPITAL 규조토세상 

20 K-HOSPITAL 쓰리엠 55 K-HOSPITAL 홍익메디칼시스템즈 

21 K-HOSPITAL 테스토 56 K-HOSPITAL 오리엔탈드림 

22 K-HOSPITAL 조선기기 57 K-HOSPITAL 비멤스 

23 K-HOSPITAL 마인드레이메디칼코리아 58 K-HOSPITAL 두리코씨앤티 

24 K-HOSPITAL 알브르즈인터스트리스 59 K-HOSPITAL 헥사시스템즈 

25 K-HOSPITAL 갈더마코리아 60 K-HOSPITAL 엘지하우시스 

26 K-HOSPITAL 엘케이메디칼 61 K-HOSPITAL 오성시스템 

27 K-HOSPITAL 비앤비헬스케어 62 K-HOSPITAL 프로토텍 

28 K-HOSPITAL 옥서스 63 K-HOSPITAL 삼성전자 

29 K-HOSPITAL 에덴메디 64 K-HOSPITAL 사람과사람들 

30 K-HOSPITAL 에이치엠엔컴퍼니 65 K-HOSPITAL 트래콘건설 

31 K-HOSPITAL 굿인 66 K-HOSPITAL 중앙보훈병원 

32 K-HOSPITAL 보건복지인력개발원 67 K-HOSPITAL 스타즈스터링코리아 

33 K-HOSPITAL 알로하메디칼 68 K-HOSPITAL 우정비에스씨 

34 K-HOSPITAL 경기산업 69 K-HOSPITAL 국립중앙의료원 

35 K-HOSPITAL 토비버츄얼시스템 70 K-HOSPITAL 서울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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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업체명 연번 구분 업체명 

71 K-HOSPITAL 인하대병원 106 K-HOSPITAL 리노셈 

72 K-HOSPITAL 현대자동문 107 K-HOSPITAL 엔젤윙스 

73 K-HOSPITAL 오클레스 108 K-HOSPITAL 와룡산업 

74 K-HOSPITAL 해마산업 109 K-HOSPITAL 블루시스템 

75 K-HOSPITAL 키모 110 K-HOSPITAL 시스멕스코리아 

76 K-HOSPITAL 이테크 111 K-HOSPITAL 식품의약품안전처 

77 K-HOSPITAL 세인산업 112 K-HOSPITAL 디게이트 

78 K-HOSPITAL 퍼시스 113 K-HOSPITAL 엔티메디 

79 K-HOSPITAL 석림세이프티 114 K-HOSPITAL 제이엠텍 

80 K-HOSPITAL 덴티스 115 K-HOSPITAL 메타포뮬러 

81 K-HOSPITAL 한림의료기 116 K-HOSPITAL 제이제이인터스트리 

82 K-HOSPITAL 대신엠씨 117 K-HOSPITAL 퍼슨메디칼 

83 K-HOSPITAL 동방 118 K-HOSPITAL 경기관광공사 

84 K-HOSPITAL 보흥클레온 119 K-HOSPITAL 녹색지대 

85 K-HOSPITAL 삼협종합건설 120 K-HOSPITAL 렉서스 

86 K-HOSPITAL 케이엠헬스케어 121 K-HOSPITAL 세이브칠드런 

87 K-HOSPITAL 세인메덱스 122 K-HOSPITAL 신한금융 

88 K-HOSPITAL 한국원격영상의학원 123 K-HOSPITAL 엘에스피(농협금융) 

89 K-HOSPITAL 전라북도의료관광협회 124 K-HOSPITAL 유니세프 

90 K-HOSPITAL 퓨어시스 125 셀프메디케이션 한국다케다제약 

91 K-HOSPITAL 자원메디칼 126 셀프메디케이션 알비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 

92 K-HOSPITAL 우영메디칼 127 셀프메디케이션 일양약품 

93 K-HOSPITAL 케어캠프 128 셀프메디케이션 동아 ST 

94 K-HOSPITAL 신화가운 129 셀프메디케이션 유한양행 

95 K-HOSPITAL 오송의료재단 130 셀프메디케이션 휴온스 

96 K-HOSPITAL 에이스힌지텍 131 셀프메디케이션 녹십자 

97 K-HOSPITAL 엠오디 132 셀프메디케이션 종근당 

98 K-HOSPITAL 이화바이오메딕스 133 셀프메디케이션 시자르 

99 K-HOSPITAL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34 셀프메디케이션 일동제약 

100 K-HOSPITAL 디페스코리아 135 셀프메디케이션 한독 

101 K-HOSPITAL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6 셀프메디케이션 광동제약 

102 K-HOSPITAL 동신병원 137 셀프메디케이션 경남제약 

103 K-HOSPITAL 씨유메디칼시스템 138 셀프메디케이션 영진제약 

104 K-HOSPITAL 목포한국병원 139 셀프메디케이션 제일제약 

105 K-HOSPITAL 따따시온돌 140 셀프메디케이션 중외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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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분 업체명 연번 구분 업체명 

141 셀프메디케이션 부광약품 176 홈헬스케어 참인 

142 셀프메디케이션 대웅제약 177 홈헬스케어 케이월드 

143 셀프메디케이션 CJ 헬스케어 178 홈헬스케어 신비로숯침대 

144 셀프메디케이션 동국제약 179 홈헬스케어 동보산업 

145 셀프메디케이션 신풍제약 180 홈헬스케어 유유제약 

146 셀프메디케이션 동아제약 181 홈헬스케어 오쿠바이오샵 

147 셀프메디케이션 삼진제약 182 홈헬스케어 발란스 

148 셀프메디케이션 보령제약 183 홈헬스케어 에버그린 

149 셀프메디케이션 스포츠닥터스 184 홈헬스케어 태인엔터프라이즈 

150 셀프메디케이션 일동후디스 185 홈헬스케어 나누리 

151 셀프메디케이션 DHP 186 홈헬스케어 SK 렌터카 

152 셀프메디케이션 아주제약 187 홈헬스케어 강화홍삼 

153 셀프메디케이션 데일리팜 188 홈헬스케어 두원물산 

154 셀프메디케이션 GYM 마스터 189 홈헬스케어 무주천마 

155 셀프메디케이션 농업회사법인대흥㈜ 190 홈헬스케어 상일리베로 

156 셀프메디케이션 뉴미디어유통협회 191 홈헬스케어 서호 D&B 

157 홈헬스케어 네트원 192 홈헬스케어 에이엠지 

158 홈헬스케어 이노코프 193 홈헬스케어 엔젤테크 

159 홈헬스케어 홈스퀘어 194 홈헬스케어 엔터아인스 

160 홈헬스케어 아이오에스 195 홈헬스케어 전진산업 

161 홈헬스케어 센스와이드 196 홈헬스케어 주성상사 

162 홈헬스케어 썬앤아이 197 홈헬스케어 태조(엄마손클리너) 

163 홈헬스케어 웰빙안마기 198 홈헬스케어 한국모던버그 

164 홈헬스케어 메디니스 
계 198개 업체, 512개 부스 

165 홈헬스케어 백령도약쑥 

166 홈헬스케어 리아제로 
   

167 홈헬스케어 아쿠아쿨 
   

168 홈헬스케어 오점프 
   

169 홈헬스케어 루피노퍼니처 
   

170 홈헬스케어 하정무역 
   

171 홈헬스케어 월딘 
   

172 홈헬스케어 스포패드 
   

173 홈헬스케어 유피코리아 
   

174 홈헬스케어 굿데이 
   

175 홈헬스케어 드림에어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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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박람회 부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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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컨퍼런스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가. 개요 

• 일 시 : 2015. 9. 10(목)~13(일), 4 일간 

• 장 소 : KINTEX 제 2 전시장 301~308 호, 401~ 408 호, 6C 홀, 전시장내 세미나실 

• 내 용 : 2015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42 개 세션, 131 개 강좌 개설 운영) 

 

나. 내용 

〇 세미나 확대개최 (기존 23개 세션 → 42개 세션) 

- 유관기관 및 관련협회(학회) 등의 학술행사 동시개최 

- 유관기관 및 관련협회 학술행사(세미나 및 컨퍼런스) 확대 

‧ 42개 Session 131개 강좌 개설(2014 박람회 대비 2배 규모) 

〇 구 성 

- 전문 세미나실 : 병원 및 의료 관련 실무자 대상 세미나 등 

- 전시장내 세미나실 : 실무자 무료세미나 및 참가업체 신제품 및 신기술 설명회, 사업 

설명회 등 

〇 유관기관 및 관련협회 연계 학술행사 

- 전문과목 학회 

‧ 한국외과감염학회 등 전문학회 및 산하 세부 분과 학회 학술행사 유치 

- 유관기관(협회 및 학회) 

‧ 본회 유관기관, 관련협회 및 학회 학술행사 박람회 기간동안 동시개최 

‧ 병원 직능·직역별, 직업군 참가 유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한국여자의사회 

〇 병원 직능단체 

- 병원 직능단체 보수교육 및 연수강좌 등 학술대회 확대 

- 대한영양사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국QI간호사회 

〇 본회 상임이사회 및 산하단체 이사회(총회) 등 개최 

-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사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대한병원협회 경기도회 정기총회, 대한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〇 병원감염관 병원건축 및 병원 신·증축 관련 ‘병원건축포럼’ 개최  

- 개요 : 2015 박람회 기간 중 9.10~11에 걸쳐 병원건축과 감염관리 관련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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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1)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과 병원건축 

‧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국내 병원 건축 문제점 

‧ 병원감염에 대응하는 병원설계, 응급부, 수술부     

설계개념, 병원설비, 병원 건축 규정 및 규제, 

개선방안  

- 주제2) 병원 신·증축, 리모델링  

‧ 병원 컨설팅(신축, 리모델링 진행 과정)  

‧ 병원 리모델링 주요과제 정리 및 건축적  

인 전략 

‧ 리모델링 설계, 인테리어 시공사례 소개 

 

다. 박람회 컨퍼런스 개최 현황 

연번 기관명 내용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해외진출 전문인력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해결활동을 통해 본 외국인 의료사고 예방 방안 

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과 의료 질 

4 병원간호사회(경기도) 간호의 패러다임 변화;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도입 

5 대한영양사협회 ‘글로벌 헬스케어’ 영양부서의 준비 

6 대한의무기록협회 의무기록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7 대한의무기록협회 의무기록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8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2015년 경기도회 제2차 주말보수교육 

9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중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50주년 기념식 

1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11 한국여자의사회 예비 여의사(의대, 의전원)의 진로 및 일-가정 양립 방법 모색 

12 한국병원경영학회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례 및 전략 

13 한국 QI 간호사회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준비 

1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과 병원건축 

15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병원신·증축 및 리모델링 

16 유한대학교 LINC 사업단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17 한국관광공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의료관광마케팅전략 

18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방안 

19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근거중심의 원무실무 연수 

20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의료분쟁 사례 연수 

21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략과 의료산업의 비즈니스 모델링 

22 대한병원협회 사업국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컨퍼런스 

2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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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한외과감염학회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보고'에 관한 교육  

25 법무법인 화우 병원경영과 법률이슈 

26 충남대학교병원 병원의 소통 전략 및 사례-소통으로 하나 되기 

27 (주)에이치엠엔컴퍼니 병원 환경소독(청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28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수련병원 (전공의)지도전문의 공통교육 

29 대한병원협회 총괄지원국 제20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30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 특별세미나 

31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32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33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사회 

34 서울시병원회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35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대한병원협회 경기도회 총회 및 학술세미나 

36 중국병원협회 한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37 대한재활병원협회 제3차 상임이사회 및 학술세미나(일본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시사점) 

38 특허청(한국지식재산전략원,한국발명진흥회) 사람중심의 의료기기분야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라.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9.10 

(목) 

10:00 ~ 

12:00 

의료기관 해외진출 전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자 중심 

서비스 설계 

주관 :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운영전략 

및 서비스 설계 

김선중 척병원 경영총괄 본부장(이사) 

 

항공분야 고객만족 서비스 적용을 통한 환자 

경험 개선 

서현경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외래교수 

전시장 7홀 

세미나룸-A 

9.10 

(목) 

14:00 ~ 

16:00 

'글로벌 헬스케어' 영양부서의 

준비 

좌장 :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 

회장 

주관 : 대한영양사협회 

외국인 환자 유치 (30’) 

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동센터장 

 

외국의 식문화 (45’) 

정혜정 국제한식조리학교장 

 

외국인 환자식의 실제 - 러시아식을 중심으로 

(30’) 

이정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파트장 

전시장 7홀 

세미나룸-B 

9.10 

(목) 

14:00 ~ 

16:00 

환자안전과 의료 질  

주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과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구홍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사업개발팀 팀장 

 

요양병원 의무인증 1주기 중간평가 

정혜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인증2팀 

팀장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인식 및 효과 고찰 

박일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연구개발실 

연구지원팀 파트장 

전시장 7홀 

세미나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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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목) 

14:00 ~ 

16:00 

병원의 소통 전략 및 사례 - 

소통으로 하나 되기 

좌장 : 안문상 충남대학교병원 

교육수련실장 

주관 : 충남대학교병원 

 

Introduction 

 

우리병원 Way Findings 

황선희 설비팀장 

 

안전라운딩 – 경영진이 떴다 

민효숙 의료질관리팀장 

 

소통의 변화, Speak UP 

김희정 병동간호과장 

 

소통 프로젝트 – CEO의 현장 의견 수렴 

안명진 비서팀장 

 

질의응답 

 

MERS 거점치료병원의 경험 

이무현 진료지원과장 

 

세계로 도약하는 행복병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손기원 세종병원건립지원과장 

 

종합 질의 응답 

305호 

9.11 

(금) 

10:00 ~ 

11:00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주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해결 활동을 통해 본 외국인 의료사고 예방 

방안 

유선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교육홍보팀장 

전시장 7홀 

세미나룸-A 

9.11 

(금) 

10:00 ~ 

12:00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방안 

주관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료기관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병원경영과 빅데이터 – 동향과 과제 

전용준 ㈜리비전컨설팅 대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Visual Analytics 

허윤 ㈜모니카컨설팅 이사 

 

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Cloud Computing 

김기홍 ㈜COCC 부장 

전시장 7홀 

세미나룸-B 

9.11 

(금) 

10:00 ~ 

12:00 

글로벌 헬스케어 성공전략 

주관 : 한국관광공사 & 

유한대학교 LINC 사업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료관광 마케팅전략 

김세만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센터장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 

정영진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강남병원장)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관련 수료식 

대한병원협회 & 유한대학교 LINC 사업단 

301호 

9.11 

(금) 

14:00 ~ 

17:00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사례 및 전략 

좌장 : 한휘종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주관 : 한국병원경영학회 

해외 환자 유치 마케팅 실태와 전략 (40’) 

진기남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방안 및 

사례 : 전문병원 위주 (40’) 

김수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지원단장 

 

Coffee Break (10’)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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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브랜드마케팅 전략 및 성공요인 (40’) 

박경서 세종병원 대외협력센터장 

 

토론 및 질의 응답 (30’) 

9.11 

(금) 

14:00 ~ 

17:00 

병원경영과 법률이슈  

좌장 : 김만오,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파트너) 

주관 : 법무법인(유) 화우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방안 (50’) 

김재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파트너) 

 

리베이트와 공정거래 (50’) 

김철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파트너)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법률이슈 (50’) 

이경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파트너) 

 

토론 (30’) 

전시장 7홀 

세미나룸-B 

9.11 

(금) 

14:00 ~ 

17:00 

의료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인력양성 현황과 과제 

윤나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장 

 

국제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되는 길! 

이경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간호학과 교수 

 

중동 의료현장을 배우다.  

김일태 (주)크레센트스타코리아 대표 

 

중국 의료시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문  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겸임교수(남서울대 교수) 

 

의료통역 시장 및 자격체제 도입방안 

최지원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 

 

국제의료서비스 디자인 인재양성 

진기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겸임교수(연세대 

교수) 

전시장 7홀 

세미나룸-A 

9.11 

(금) 

14:00 ~ 

17:00 

간호의 패러다임 변화 ; 

포괄간호서비스제도 도입 

주관 : 경기도병원간호사회 

주제-1 : 임상간호 현장의 변화 (50’) 

 

포괄간호서비스 시범병원 운영사례-1 

부은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팀장 

 

포괄간호서비스 시범병원 운영사례-2 

장동녀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장 

 

Coffee Break (10’) 

 

주제-2 :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방안 (50’)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성공적 도입방안 

박지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주무관 

 

포괄간호서비스 운영확대를 위한 과제 

곽월희 병원간호사회 회장 

304호 

9.11 

(금) 

14:00 ~ 

16:00 

환자안전을 위한 의약품안전관리  

주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수집체계 

정수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석연구원 

 

국내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현황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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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선임연구원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이상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수석연구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이성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선임기술원 

 

 

□ 병원건축 포럼 :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과 병원건축 &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10 

(목) 

13:00 ~ 13:30  접수 및 등록 

403+404호 

 

13:30 ~ 13:40 
 개회사 

 양내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3:40 ~ 14:15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병원감염과 병원건축 

양내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조준영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Post-Doc. 

 

14:15 ~ 14:50 
호흡기 감염병을 고려한 병동부 계획 

권순정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4:50 ~ 15:25 
병원감염에 대한 응급부 계획  

정현화 (주)구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5:25 ~ 16:00 
음압병실과 항균필터 

김신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16:00 ~ 16:35 
메르스와 의료시설의 환기계획  

성민기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6:35 ~ 17:10 
병원내 감염방지를 위한 최근사례와 최적설계방안 

이송우 (주)우원 M&E 본부장 

 

17:10 ~ 17:30 질의 및 토론  

9.11 

(금) 

10:00 ~ 10:10 
개회사 

양내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0:10 ~ 10:45 
병원 신·증축의 뉴 패러다임 

임배만 (주)HM&컴퍼니 대표 

 

10:45 ~ 11:20 
국내종합병원의 현황과 문제점 

조준영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Post-Doc. 

 

11:20 ~ 11:55 
국내 종합병원 리모델링 전략 

양내원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1:55 ~ 12:20 질의 및 토론  

12:20 ~ 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3:30 ~ 14:05 

종합병원 리모델링 중점과제(강동성심병원 사례) 

박주형 파슨스브링커호프 부장 (前 강동성심병원 증/개축 CM 

단장) 

박영수 동부건설 부장 (강동성심병원 증/개축 현장) 

 

14:05 ~ 14:40 요양 및 재활병원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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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아카이(주) 대표 

14:40 ~ 15:15 
병원 리모델링 공사 

송세진 (주)참존건설 전무(前 강북삼성병원 리모델링 소장) 

 

15:15 ~ 15:50 
종합병원 리모델링 전략 -병원관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성정경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의료원장 행정보좌역 

 

15:50 ~ 16:20 질의 및 토론  

 

 

□ 병원 환경소독(청소)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해결방안 (주관 : HM&컴퍼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0 

(목) 
14:00 ~16:00 

병원의 시설〮환경의 안전관리(20’) 

임배만 HM&컴퍼니 대표 

 

우리나라 청소(환경소독)의 법적 고찰(20’) 

오병건 HM&컴퍼니 이사 

 

미국의 선진화된 병원 환경소독 솔루션(70’) 

이경훈 미국UBM Solution, Inc. 대표 

307호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HM&컴퍼니 

(Tel : 02-444-6480) 

 

 

□ 사람 중심의 의료기기 분야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0 

(목) 
15:00 ~17:00 

사람 중심의 의료기기 분야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  

주최 : 특허청  

주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발명진흥회 

402호 

별도접수 

문의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Tel : 02-3475-8511) 

 

□ 근거중심의 원무실무 연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10 

(목) 

13:00~13:30(30) 등록 및 접수 

401호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Tel : 02-705-9248) 

13:30~14:10(40) 
근거중심의 원무실무 개요(의료관련 법률현안 포함) 

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14:10~15:00(50) 
재원환자 관리(효율적인 진료비 관리 사례 포함) 

조용안 삼성창원병원 법무파트 주임 

15:00~15:20(20) Coffee Break 

15:20~16:00(40) 
비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및 관련 법 

이항영 강북삼성병원 법무파트 과장 

16:00~16:50(50) 
환자경험 개선 프로젝트(원무중심으로) - 실제 적용하기 

박경수 삼정KPMG 실장 

16:50~17:00(10) Q&A, 마무리 

 

 
□ 의료분쟁 사례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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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10:30~11:00(30‘) 등록 

401호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Tel : 02-705-9246) 

11:00~11:30(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해 

김영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장 

11:30~12:10(40') 
최근 의료분쟁 경향 및 대처방안 

임지성 한국소비자원 조정 3 팀 조정관 

12:10~13:30(8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3:30~14:10(40') 
합리적 배상액 산정과 의료분쟁 해결 

최장섭 한림대의료원 변호사 

14:10~14:50(40')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  

유규상 가천대길병원 법무팀장 

14:50~15:10(20') Coffee Break 

15:10~16:00(50') 
정형외과 의료분쟁 예방과 사례 

강기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16:00~16:40(40‘) 
의료분쟁 예방 및 보고체계 구축 

정석관 아주대병원 법무팀 계장 

 

 

 

□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0 

(목) 

14:00 ~ 14:30 등 록 

302호 

별도접수 

문의처 : 

한국의료재단연합회 

(Tel : 02-2294-1661) 

14:30 ~ 14:40 

개회식  

- 개회사 

- 축사 

14:40 ~ 16:00 

정책토론회 

좌장 : 유인상 기획위원장(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 

 

주제 1. 의료법인설립 운영상의 법적사항 검토(M&A 포함)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토론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주제 2. 의료법인병원 경영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패널 1. 박경수 KPMG 실장 

     2. 김재택 지역활성화위원장(화순현대요양병원 이사장) 

     3.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4.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 병원장) 

16:00 ~ 16:10 질의응답 

16:10 ~ 16:40 

정기총회 

- 회장인사 

- 전 회의록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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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무보고 

- 감사보고 및 2014 년도 결산(안) 심의 

- 2015 년도 예산(안) 심의 

- 기타 토의사항 

16:40 ~ 폐회선언 

 

□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0 

(목) 

15:20 ~ 15:35 

제28차 정기총회 

- 성원보고 

 - 회장인사  

 - 2014년도 감사 보고  

 - 2014년도 수지결산 보고 

 - 2015년도 사업예산(안) 승인의 건 

 - 안건 심의 

 - 폐 회 

301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경기도병원회  

(Tel : 031-455-3333(310)) 
15:35 ~ 16:00 

개회식 및 시상식 

 

<개회식> 

- 국민의례 

 - 병원윤리강령 낭독 

 - 개 회 사 : 함 웅 회장 

 - 치    사 : 경기도지사 

 - 축    사 : 대한병원협회 회장 

 

<시상식> 

- 경기도지사 표창 

 - 대한병원협회 회장 표창 

 - 경기도병원회 회장 표창 

16:00 ~ 16:10 Coffee Break 

16:10 ~ 17:00 
병원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                                                           

임배만 에이치엠엔컴퍼니 대표 

17:00 ~ 18:00 폐회 및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관람 

18:00 ~ 19:00 식사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상임이사회 

302호 

별도접수 

신청바로가기 

 

문의처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Tel : 02-719-5678) 

14:00 ~ 15:30 제4차 상임이사회 

15:30 ~ 15:45 Coffee break 

요양병원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좌장 : 기평석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가은병원장) 

15:45 ~ 15:50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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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15:50 ~ 16:50 

요양병원에서의 말기암 환자 케어와 암성통증 관리 

염안섭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재무이사(수동연세요양병원장) 

16:50 ~ 17:00 Coffee break 

17:00 ~ 18:00 

요양병원에서의 비암성 말기환자 케어와 암성통증 이외의 

증상조절 

가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인천은혜병원 

진료원장)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11:30 ~ 13:00 합동이사회 

303호 

별도접수(유료) 

신청바로가기 

 

문의처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Tel : 02-702-7212) 

13:00 ~ 14:00 Coffee Break 및 전시장 관람 

14:00 ~ 14:10 개회인사 

14:10 ~ 15:10 

의료사고 및 대응 노하우 (30’)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전문병원의 QI 와 미래 (30’)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팀장 

15:15 ~ 15:30 Coffee Break 및 후원업체 소개 

15:30 ~ 16:30 

 NEW C.S 와 전문병원 고객 창출 (30') 

 김명숙 (주)플립컨설팅 대표이사  

 

 IT로의 변화의 바람과 의료혁신 (40')  

 김지현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겸직교수 

16:50 ~ 17:10 폐회 : 경품추첨 및 포토타임 

 

□ 대한외과감염학회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보고' 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13:00~13:30 등록 

307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외과감염학회 

(Tel : 02-459-8252) 

13:30~13:40 
개회사 

강중구 대한외과감염학회장 

13:40~13:50 
축사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13:50~14:50 
Session 1.                                                        

좌장 : 강중구 대한외과감염학회장 

13:50~14:10 
전국 수술부위 감염감시 배경 

이길연 경희의대 

14:10~14:30 
수술부위 감염의 정의 

이재길 연세의대 

14:30~14:50 Coffee Break 

14:50~16:10 
Session 2.                                                        

좌장 : 부윤정 (고려의대) & 이석환 (경희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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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10 
조사항목 및 감시 기록지 작성 방법 

연정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15:10~15:30 
Konis wrap 사용방법 

최효성 한사랑병원 

15:30~15:50 
Q&A - F&Q 

김미라 경희의료원 

15:50~16:10 
타당도 조사 

박지원 서울의대 

16:10~16:30 폐회사 

 
□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컨퍼런스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10:00 ~ 10:50 
글로벌 물류 최신동향과 발전방향 

박찬석 미래물류컨설팅 대표 

305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사업국 

(Tel : 02-705-9231) 

10:50 ~ 11:00 Coffee Break 

11:00 ~ 11:30 
효율적인 병원 물품도입 프로세스 

이재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류자산팀장 

11:30 ~ 12:00 
병원 물류관리 사례 소개 

조성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물류팀장 

12:00 ~ 13:00 중식 및 업체설명회 

13:00 ~ 14:00 네트워킹 / 인사말(정영진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14:00 ~ 16:00 비즈니스 상담(병원 및 업체 1:1매칭) 등 

 

□ 한국 QI 간호사회 세미나 : 환자안전법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준비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11 

(금) 

10:00 ~ 10:10 (10) 

인사말 

천자혜 한국 QI 간호사회 회장(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부장) 

306호 

문의처 : 

한국QI간호사회  

(Tel : 010-6870-

4799) 

10:10 ~ 10:40 (30) 
환자안전법의 개요  

김문숙 한국 QI 간호사회 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 QA 팀장) 

10:40 ~ 11:20 (40) 

환자안전전담인력 양성 및 교육 준비 

김효선 한국 QI 간호사회 부회장(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PI 팀장) 

11:20 ~ 12:00 (40) 
환자안전보고시스템 준비 

송명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파트장 

12:00 ~ 14:00 (12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 ~ 14:50 (50) 
환자안전 질지표 준비    

김옥미 전남대학교병원 QI 실 팀장 

14:50 ~ 15:30 (40)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사례 

정명숙 한국 QI 간호사회 교육이사(아주대학교병원 QI 팀장) 

15:30 ~ 16:00 (30) 질의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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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재활병원협회 제3차 상임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0 

(목) 

13:30 ~ 14:10 

<학술세미나> 

발제: 일본 의료 전달체계의 시사점 -재활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남상요 유한대학 U-보건의료행정과 교수 
306 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재활병원협회 

 (Tel : 031-381-1057) 
14:10 ~ 14:30 

<질의응답/종합토의> 

좌장 : 이상운 대한재활의학과 개원의사회 회장 

14:30 ~ 14:40 Coffee Break 

14:40 ~ 16:30 제 3 차 상임이사회 

 
□ 대한의무기록협회 2015년도 하반기 의무기록(의료정보) 관리자 워크샵 -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의료정보 질관리 방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12:20 ~ 12:50 등록 

402 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의무기록협회 

(Tel : 02-424-8514) 

12:50 ~ 13:00 개회식 

13:00 ~ 14:0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의무기록  

도영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 2 부 부장 

14:00 ~ 14:40 

⌜중증도보정 사망률⌟ ⌜중증도보정 재입원율⌟ 일반 

질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재원관리 방안 

양지현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의무기록팀 과장 

14:40 ~ 15:00 Coffee Break 

15:00 ~ 15:50 
응급진료기록의 데이터 품질 관리의 중요성  

황용화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책임의무기록사 

15:50 ~ 16:40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  

박근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기획실 정보화지원부 

차장 

16:40 ~ 16:45 WHO-FIC : ICD-11 field trial 소개 

16:45 ~ 16:50 결핵환자 의무기록조사 소개 

16:50 ~ 17:30 전시장 관람 

18:00 ~ 19:30 석식 지지향 

호텔 19:30 ~ 21:30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변화 예측과 대응 전략」 분임토의 

9. 12 

(토) 

09:00 ~ 11:00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변화 예측과 대응전략」 분임토의 

결과 발표 

402 호 

11:00 ~ 11:20 Coffee Break 

11:20 ~ 11:40 
2 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조사기준 변경 내용 

김선자 서울아산병원 의료정보관리팀 팀장 

11:40 ~ 12:40 
종합병원 2 주기 의료기관인증평가 준비 전략 

이정은 대구보훈병원 의무기록실 과장 

 

□ 대한방사선사협회 경기도회 2015년도 제2차 주말보수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2 

(토) 
10:00 ~ 10:50 

Proton Therapy 

김선영 국립암센터 
6C홀 별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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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11:10 Coffee Break 문의처 : 

대한방사선사협회  

(Tel : 02-924-8274) 11:10 ~ 12:00 
Cardiac MR Image 검사에 대하여 

한용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2:00 ~ 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 ~14:50 
인터벤션 영상의학 

김윤기 국립암센터 

14:50 ~ 15:10 Coffee Break 

15:10 ~ 16:00 
Ultrasound of Male Reproductive System 

박신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13 

(일) 

08:30 ~ 09:00 접수 및 안내 

6C 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 02-598-6587) 

09:00 ~ 10:50 
Cervical management 

조중구 경기도회 학술이사 

10:50 ~ 11:00 Coffee Break 

11:00 ~ 12:00 대한물리치료사협회 50 주년 기념행사 

12:00 ~ 13:00 중식 및 전시장관람 

13:00 ~ 15:00 

간접적인 치료적 운동(Therapeutic exercise by Indirect 

approach) 

윤정현 보은병원 센터장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6:50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외부강사 

16:50 ~ 17:00 Coffee Break 

17:00 ~ 18:30 
세계 정형도수 물리치료의 최신경향 

 이상빈 남서울대 교수 

18:30 ~ 19:00 폐회 및 이수증 교부 

 
□ 한국여자의사회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예비여의사(의대,의전원)의 진로 및 일-가정 양립 방법 모색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13 

(일) 

14:00~14:10 
인사말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멘토링 위원장 

305호 

문의처:  

한국여자의사회 

(Tel : 02-704-

9501) 

 

14:10~14:40 

주제1 :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멘토링의 ABC 

 의대생에 대한 이해 

 한국여자의사회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결과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14:40~15:50 

발제 : “내 인생의 멘토들” 

김봉옥 충남대학교병원장 

 

주제2: 한국여자의사회 멘토링 참여 경험 및 사례 공유;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내과 



34 

 

이찬화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센터 

정희연 서울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임선영 임선영 산부인과의원 

백은주 아주의대 생리학교실 

15:50~16:00 
향후 멘토링 진행 계획 논의 및 마무리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멘토링 위원장 

 

□ 수련병원 (전공의)지도전문의 공통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11 

(금) 

09:00 ~ 09:30 등록 

6C홀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Tel : 02-705-9275) 

09:30 ~ 10:30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10:30 ~ 11:30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11:30 ~ 11:40 Coffee Break 

11:40 ~ 12:40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 방법 

12:40 ~ 13:40 전공의 수련관련 규정 

 

□ 한∙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 대한병원협회 & 중국병원협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10 

(목) 
09:40 ~ 10:40 한∙중 약제업무서비스 세미나 305호 

 
□ 대한병원협회 컨퍼런스  

회의명 일 시 장 소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9.10(목) 09:30 306호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9.10(목) 13:30  303호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기총회 9.10(목) 14:30 302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사회 9.10(목) 17:30  306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9.11(금) 11:30 303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상임이사회 9.11(금) 14:00 302호 

대한병원협회 경기도회 정기총회 9.10(목) 15:30 301호 

대한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9.10(목) 14:40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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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大 바이어 구매 촉진 프로그램 

가. KOTRA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포럼 공동 개최  

○ 의료산업 해외진출 플랫폼 제공, 1:1 전문바이어 매치메이킹 제공 

○ 행사 개요  

- 일 시 : 2015. 9. 10(목) ~ 11(금)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 2 전시장 8 홀 

- 규 모 : 의료기기·의료 IT·제약 관련 해외바이어 110 개사 내외 

국내 관련분야 기업 및 기관 300 개사 내외  

 

○ 내 용 

1:1 비즈니스 상담회 세미나 

○ 의료분야 상담회  

- 해외바이어 110 개사, 국내 300 개사  

○ Global Partnering  

- 국내 중소기업 ·의료기기 업체,  

해외업체 검증 valueChain 진입지원 

○ 해외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 유관기관 연사 초청 설명회 개최  

○ 해외시장 인증 취득 설명회  

- 美 FDA 담당자 초청 인증 취득 및  

신규사업 설명회 개최  

- 서남아·CIS 현지인증 취득 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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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병원설비 및 의료기기 조달 상담회(BUY MEDICAL) 개최  

○ 전국 병원의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설비 및 의료기기 조달 상담 회”개최하여 

박람회 기간동안 별도의 VIP 상담공간에서 구매 계획 중인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과 1:1 

구매 상담을 지원 

○ 행사 개요 

- 일 시 : 2015. 9. 10(목) ~ 13(일), 4 일간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 2 전시장 내 VIP 상담존 

- 대 상 :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 의료기기 구매 계획 중인 병원  

○ 내 용 :  

- 병원별 VIP 상담부스 제공,  

- 참가병원이 희망하는 분야의 전시회 참가업체 매칭 

- 병원별 VIP 상담부스에서 해당기업 발표 및 1:1 상담 

 

다.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대상 컨퍼런스 개최  

○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네트워킹 및 참가업체와의 

실제적인 매치메이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행사 개요 

- 일 시 : 2015. 9. 11(금) 10:00 ~ 16:00 

- 장 소 : 일산 킨텍스 제 2 전시장 305 호 

- 참 석 : 병원 구매 및 물류 관련 책임자, 담당자 등 전국 79 개 병원 150 명 참석 

○ 내 용 

- 세미나 : 병원 구매관리 기법(최근 동향과 사례 분석 등)  

-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와 참가업체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구성 

-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협력 및 네트워킹  

- 상담부스에서 병원 및 참가업체 1:1 상담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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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행사 

가. 개막식 

<개요> 

• 일 시 : 2015 년 9 월 10 일(목) 11:00 

• 장 소 : 킨텍스(KINTEX) 제 2 전시장 7 홀 입구 

 

<식순> 

사회 : 김지예 아나운서(MBN) 

시 간 내 용 장 소 

~ 10:50 VIP 도착 및 VIP 실 안내 

KINTEX 

제 2 전시장 

7 홀 VIP 실 

10:50 ~ 10:55 개막식장 이동 

KINTEX 

제 2 전시장 

7 홀 입구 

11:00 ~ 11:10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11:10 ~ 11:20 

개막선언 및 인사말 

• 개회사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 축사 

- 함정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 정의화 국회의장(영상) 

-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영상)  

11:20 ~ 11:30 테이프 컷팅 및 음압병동 퍼포먼스 

11:30 ~ 11:55 전시장 참관 

11:55 ~ 12:00 오찬장 이동 
 

12:00 ~ 13:00 오찬 

KINTEX 

제 2 전시장 

3 층 301 호 

 

<주요 내빈> 

- 본 회  

ㆍ박상근 회장 및 상임이사 

ㆍ한두진 명예회장, 노관택 명예회장, 김광태 명예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김윤수 명예회장 

- 유관단체  

ㆍ함정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사장,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선경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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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원장,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 미래의료산업협의회  

ㆍ신병순 회장 및 임원진, 김종갑지멘스코리아 회장, 강성욱 지이코리아 총괄사장, Dominique 

Oh 필립스전자 대표이사 

- 메르스 관련 초청 의료진 

ㆍ정의석 대한흉부심혈관외과학회 에크모연구회 홍보위원장(인제대상계백병원 흉부외과 교수), 

정은숙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동 수간호사 

- 기 타 : 徐德生 중국약사협회 부회장, Shay Feiler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상무관(경제부 대표), 

조원표 이상네트웍스 대표이사 등 총 100 여명 참석 

 

 

[ 박람회 개막식 ] 

 

 

[ 테이프 컷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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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찬 

 

<개요> 

• 일 시 : 2015 년 9 월 10 일(목) 12:00 

• 장 소 : 킨텍스(KINTEX) 제 2 전시장 301 호(3 층) 

 

 <식순>  

사회 : 김지예 아나운서(MBN)  

1. 인사말씀 (12:00~ 12:05)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2. 감사패 수여 (12:05~ 12:10) 

○ 정의석 대한흉부심혈관외과학회 에크모연구회 홍보위원장 

○ 정은숙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동 수간호사 

 

3. 축하인사 및 건배제의 (12:10 ~ 12:15) 

○ 축하인사 :  

-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 건배제의 :  

- 한두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 신병순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장 

 

4. 식 사 (12:15~ 13:00) 

 

5. 공지사항 및 안내말씀 

 

 



40 

 

다. Welcome Reception  

 

<개요> 

• 일 시 : 2015 년 9 월 10 일(목) 17:00 

• 장 소 : 킨텍스(KINTEX) 제 2 전시장 7 홀 내 세미나실-B 

• 참 석 :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박람회 참여업체 CEO 

• Type : Standing buffet(음료 및 주료, 다과 제공) 

• 내 용 : 업체 참여 감사 및 상호 교류의 시간           

 

 <식순>  

1. 인사말씀 (17:00 ~ 17:10) 

-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2. 감사인사 및 건배제의 (17:10 ~ 17:20) 

○ 감사인사 

- 정영진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 신병순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장(주관사) 

○ 건배제의 

- 참가업체 대표 

3. 상호 네트워킹 (17:20 ~ 18:00) 

4. 공지사항 및 안내말씀 

 

 

 

※ VIP 네트워킹 라운지 운영 

○ 일 시 : 2015. 9.10(목) ~ 9.13(일) 10:00~18:00 

○ 장 소 : 킨텍스 제 2 전시장 7 홀 內 

○ 대 상 : 병원장, 업체 CEO, 기자 및 VIP 초청장 소지자 

○ 내 용 : 음료 및 주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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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사결과 

1. 전시회 면적 

    ○ 총면적(Gross Space) : 16,935 ㎡ 

○ 실전시면적(Net Space) : 4,608 ㎡ / 512Booth 

 

2. 참가사 수 : 총 13 개국, 198 개사 ( 국내 171 개사, 해외 27 개사) 

 

3. 참관객 수 : 총 18,051 명 (해외바이어 423 명 포함) 

 

4. 참가사 현황 

○ 품목별 현황 

 

○ 국가별 현황 

품목 참가사 품목 참가사 

진찰용 및 진단용기기 12 중앙공급관련기기 12 

영상의학 관련기기 10 의료용품 및 응급장비 10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9 IT 및 의료기술 융합 9 

임상.검사용기기 8 병원건축 및 병원설비 15 

치료관련기기 17 컨설팅(금육.교육.법률) 3 

기관 및 단체(국가관,병원.협회) 14 제약 5 

홈헬스케어 특별전 42 셀프메디케이션 특별전 32 

16 개 품목 총 합계 198 개사 

국가관 업체수 국가관 업체수 

한국 170 이스라엘 9 

네덜란드 1 인도 1 

대만 1 일본 2 

독일 4 중국 1 

말레시아 1 파키스탄 1 

미국 3 프랑스 1 

스위스 3   

총 13 개국 198 개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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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관객 및 바이어 현황 

○ 일별 참관객 현황 

월 일(요일) 참관객 비율 

9 월 10 일(목) 5,760 32% 

9 월 11 일(금) 8,225 46% 

9 월 12 일(토) 2,554 14% 

9 월 13 일(일) 1,512 8% 

합계 18,051 100% 

 

○ 참관객 직업분류 

 

 

 

 

 

  

직업분류 인원 비율 

병원 

관계자 

병원장 580 3.21% 

70% 

의사 2,159 11.96% 

간호사 1,574 8.72% 

병원관리자 6,884 38.14% 

물리치료사 892 4.94 

방사선사 437 2.42% 

의료 업계 
제조 764 4.23% 

16% 
유통 및 무역 2,144 11.88% 

의료 학계 
학생 1,041 5.77% 

7% 
학계.연구기관 278 1.54% 

기타 1,298 7.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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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목적(복수선택 가능) 

 

 

 

 

 

 

 

 

○ 관심분야 (복수선택 가능) 

  

항목 비율 

기술.정보수집 28% 

구매상담 20% 

시장조사 19% 

세미나 12% 

수출입알선 11% 

일반관람 6% 

기타 4% 

항목 비율 

의료용품 및 소모품 18% 

영상의학관련기기 16% 

병원건축 및 병원설비 13% 

IT 및 의료기술 융합 12% 

진찰용 및 진단용기기 11%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8% 

치료관련기기 7% 

중앙공급관련기기 6% 

임상.검사용기기 5% 

기타 4% 



44 

 

3. 전시회 Review  

 

□ 장점 

○ 병원 구매담당자와 참가업체 간 1:1 구매상담회 ‘BUY MEDICAL(병원설비 및 의료기기 조

달 상담회)’ 및 병원 구매 및 물류 담당자 대상 컨퍼런스 개최와 KOTRA가 각국 무역관을 

통해 모집한 전 세계 40개국·110개사와 참가업체 간 1:1 수출상담회 ‘글로벌바이오메디컬

포럼(GBMF)’가 동시에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음. 

○ K-Hospital Fair가 전년대비 양적인 성장과 함께 병원장과 병원종사자는 물론 참가업체에

게 ‘Must See Fair’라는 인식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병원의료산업전문 B2B 전시회로 그 차

별성과 강점을 보여줌. 

○ 참가업체에서도 구매 결정권을 가진 병원장 등 실질적인 병원계 바이어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박람회로 인식되고 있음 

○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련단체들이 주최한 이사회·총회 및 세미나는 많은 병원 종사자들

을 참가업체 부스로 유도했으며, 병원과 밀접한 특별관 기획이나 세미나 주제로 병원 종

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냄. 

○ 메르스 여파에 따른 병원 감염관리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최신 ‘음압병동 모델하우스’로 

꾸며진 콜라보레이션관은 참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병원 신·증축 및 리모델링’을 주

제로 열린 병원 건축포럼 또한 유료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인들이 참가함. 

○ 행사장을 찾은 많은 병원장 및 병원관계자들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직접 

살펴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몇몇 병원은 행사기간

에 맞춰 장비를 구매하는 등 K-Hospital Fair가 장비 구매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 단점 

○ 지방에 있거나 평일 방문이 어려운 개원의 등 의료인들을 위해 주말 2일간을 포함한 4일 

행사로 개최하였으나 평일대비 주말 관람객이 두배 이상 적어 주말에 찾는 의료인들 수요

가 많지 않았음. 

○ 메디컬 전문영역에서 의료기기산업의 홈 헬스케어·개인의료기기 확대 추세에 발맞춰 일반

인 참여를 유도하는 B2C 특별전인 홈 헬스케어 특별전 등을 기획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반

인들의 관람이 적었음. 

 

□ 개선점 

○ B2C는 주말이 중심인 반면 B2B 박람회는 주중이 중심인 점을 고려, 병원의료산업 B2B 전

시회 본질에 충실하고자 목,금,토,일요일 4일이던 개최일정을 목,금,토요일 3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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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여 병원 중심·의료인 중심 병원의료산업 B2B 박람회로 전문성 강화 시도 필요 

○ 해외 기관 및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병원의료산업 관련 다양한 

행사 동시개최 및 유치 강화 필요 

○ 병원종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세미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전시장 내 세미나 

공간을 더 확대해 유기적인 동선으로 참가업체 부스 유입을 적극 유도 필요 

○ 2015년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병원의료산업 생태를 예측하면서도 현재의 이슈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여 특별관과 각종 세미나 또한 한층 강화 필요 

○ K-HOSPITAL FAIR는 병원종사자들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장터를, 

참가업체에게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병원장 등 고객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B2B 전시회 본질에 맞는 충실한 역할을 해 나갈 것임 

○ 병원 중심·의료인 중심으로 병원종사자들과 업체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병원의료산업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여 B2B 전시회 본질 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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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언론보도 

 

1. 보도현황(신문 등) 

연번 보도일자 매체 제목 

1 2015.08.19 매일경제 병원장 750명, 40개국 바이어 만난다. 

2 2015.09.07 경향신문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5) 

3 2015.09.09 매일경제 
최신 격리병동서 감염관리 체험∙∙∙ 더 이상 ‘메르스 악몽’은 

없다 

4 2015.09.10 병원신문 [KHF2015] 병원의료산업의 기치를 세우다 

5 2015.09.10 병원신문 [KHF2015] 개막 첫날 다양한 포럼 세미나 즐비 

6 2015.09.10 병원신문 [KHF2015 개회사] 병원의료산업의 재도약 계기 마련 

7 2015.09.10 의협신문 한국보건의료산업 메르스 침체 털고 다시 뛴다 

8 2015.09.10 메디칼타임즈 의료산업 트렌드를 한자리에∙∙∙ K-Hospital Fair 개막 

9 2015.09.10 메디칼타임즈 병원 중심 ‘K-HOSPITAL FAIR 2015’ 개막 

10 2015.09.10 메디칼타임즈 음압병동 방호복 착용 시연 눈길 

11 2015.09.10 데일리메디 메르스 극복∙해외진출 돌파구 모색 ‘K-HOSPITAL’ 

12 2015.09.10 데일리팜 나흘간 2만명 참여 셀프메디케이션전 개막 

13 2015.09.10 의학신문 ‘2015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막 

14 2015.09.10 디지털타임즈 의료기기 전시회 잇따라 개최∙∙∙ 첨단의료기술 겨뤄 

15 2015.09.10 전자신문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오는 10일부터 일산 킨텍스서 진행 

16 2015.09.10 파이낸셜뉴스 대한병원협회, 10~13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최 

17 2015.09.10 뉴데일리 
‘음압∙격리’ 메르스 완벽차단… 국내 첫 감염관리 

병동모델하우스 

18 2015.09.11 메디칼타임즈 K-HOSPITAL FAIR, 볼거리∙내실 두마리 토기 잡았다 

19 2015.09.11 데일리팜 궁극의 OTC 자가치료∙∙∙ 뉴패러다임시대 열다 

20 2015.09.11 병원신문 실질적 구매자들 대거 참석에 참가기업 반색 

21 2015.09.13 병원신문 [KHF2015] 참여업체-관람객 모두가 웃었다 

22 2015.09.13 데일리메디 막 내린 K-HOSPITAL 화두 ‘메르스’ 

23 2015.09.14 메디칼타임즈 ‘4일간의 기록’ K-HOSPITAL FAIR 성과와 남겨진 숙제 

24 2015.09.21 병원신문 [사설] KHF2015, 의료선진국 발돋음 계기 마련 

 

2. 보도현황(공중파) 

방송사 보도내용 

KBS 
국제 병원의료산업박람회서 최신 ‘음압 병실’ 선보여 

최신 음압격리병동, 더이상 ‘메르스’ 전파 없다 

MBC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음압·격리 병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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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병원 내 감염 차단…새 '음압 병상' 공개 

3. 기사 스크랩 

1. 매일경제(2015.08.19) 
2. 경향신문(2015.09.07) 

3. 매일경제(2015.09.09) 4. 병원신문(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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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원신문(2015.09.10) 6. 병원신문 (2015.09.10) 

7. 의협신문(2015.09.10) 8. 메디칼타임즈(2015.09.10) 

9. 메디칼타임즈(2015.09.10) 10. 메디칼타임즈(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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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데일리메디(2015.09.10) 12. 데일리팜(2015.09.10) 

13. 의학신문(2015.09.10) 14. 디지털타임즈(2015.09.10) 

15. 전자신문(2015.09.10) 16. 파이낸셜뉴스(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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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뉴데일리(2015.09.10) 18. 메디칼타임즈(2015.09.11) 

19. 데일리팜(2015.09.11) 20. 병원신문 (2015.09.11) 

21. 병원신문(2015.09.13) 22. 데일리메디(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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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메디칼타임즈(2015.09.14) 24. 병원신문 (2015.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