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과 보고서 



 

1.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국문) 2017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영문) K-HOSPITAL FAIR 2017 ; KHF 2017 

• 목    적 : 병원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최신 병원의료 기술 및 기기ㆍ장비 소개 및 관련 기술개발 촉진 

최신 병원의료산업 정보 및 동향 제시 

• 전시기간 : 2017년 9월 27일(수) ~ 29일(금), 3일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29일 오후 5시까지) 

• 장    소 : 코엑스(COEX) D, C, E홀,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 대한병원협회 

• 주    관 : 이상엠앤씨, KOTRA, 미래의료산업협의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관광공사 

• 전시품목 

▪ 영상의학 및 진찰   ▪ 진단용기기 ▪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 임상, 검사용 기기 ▪ 일반치료 관련기기 

▪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 피부, 미용 관련기기 

▪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 병원, 기관, 단체 ▪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 행사구성 : 전시회, 세미나, 특별전 

• 홈페이지 : www.khospital.org / • E-mail : khf@esangmnc.com 

 

 

http://www.khospital.org/
mailto:khf@esangmnc.com


 

2. 전시회 통계자료 

1) 전시면적 

① 총면적(Gross Space): 11,149㎡ 

② 총부스(Booth): 413 Booth 

 

2) 참관객 통계자료 

○ 총 참관객: 17,259명 

○ 일자별 참관객 

날 짜 참관객수(해외바이어)(명) 비율(%) 

9월 27일(수) 5,994(189) 34.7 

9월 28일(목) 7,274(182) 42.2 

9월 29일(금) 3,991(133) 23.1 

합 계 17,259(504) 100.0 

 

○ 해외바이어 국가현황 

Argentina Australia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Japan Kenya 

Malaysi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ussia 

Switzerland Seychelles Taiwan Thailand UK 

Ukraine USA Vietnam   

총 23개국 504명 해외바이어 참가 

 

 

 

 

 

 



 

○ 참관객 직업분류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병원 

관계자 

병원장 (Hospital CEO) 380 2.2 

62.5 

병원관리자 (Hospital Manager) 4,796 27.8 

의사 (Doctor) 2,104 12.2 

간호사 (Nurse) 2,486 14.4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117 0.7 

방사선사 (Radiologist) 214 1.2 

의공사 (Engineer Biomedical) 337 2.0 

임상병리사 (Medical Technologist) 146 0.8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137 0.8 

약사 (Pharmacist) 65 0.4 

의료 업계 
의료기기 무역/ 판매업 (Distributor / Imp) 2,088 12.1 

20.9 
의료기기제조 (Manufacturer) 1,515 8.8 

학계/기관 

학계,연구기관,학생(Medical Research Center / 

Student) 
750 4.3 

7.2 
공공/정부기관 (Government) 453 2.6 

언론기관 (Press) 55 0.3 

기타, 미분류 (Others) 1,616 9.4 9.4 

합 계 17,259 100.00% 

 

○ 참관객 구매결정권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최종결정권자 (Final Decision Maker) 3,189 18.5 

84.5 중간결정권자 (Middle Decision Maker) 5,162 29.9 

구매의뢰 (Make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 6,225 36.1 

권한없음 (No Influence) 2,683 15.5 15.5 

합 계 17,259 100.0 100.0 

 

 

 

 

 



 

○ 참관객 관심분야 (중복선택) 

부 문 비 율(%) 

영상의학 및 진단, 진찰용기기 

(Medical Imaging & Diagnostics equipment) 
12.6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Hospital Facility & Central supply equipment) 
12.2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Disposable Goods, Fabrics, Emergency Medicine & Rescue equipment) 
11.6 

의료정보시스템, IT 의료기술융합기기  

(Medic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T Convergence) 
10.3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Surgery & Endoscopy instruments and products) 
8.5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Infection Control/Standard/Calibrator system & equipment) 
7.4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Physiotherapy, Orthopedic Technology, Rehabilitation equipment) 
6.5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Hospital Building, Interior & Furniture) 
6.3 

임상 및 검사용 기기  

(Laboratory, Clinical Chemistry equipment & Medicine) 
4.6 

일반치료 관련기기  

(Therapy & physical medicine equipment) 
4.4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Biomedical, Pharmaceutical equipment & products) 
3.3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Medical equipment Component, System & Service) 
3.2 

피부, 미용 관련기기  

(Aesthetic equipment & products) 
2.2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Hospital Food & Nutrition Services, Facilities) 
2.0 

의료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Medical Services,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ations) 
1.8 

단체-국가관/병원/기관/협회  

(Hospitals, Institution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1.5 

기타  

(Others) 
1.6 

합 계 100.0 

 

 



 

○ 참관객 참관목적 

구 분 비 율(%) 

기술, 정보 수집 (Collecting New Product / Technology Information) 35.0 

시장조사 (Research for Market) 18.4 

업계 동향 파악 (Keep Up with Market Trends) 14.9 

구매상담 (Meeting for Purchase) 14.4 

신규 거래선 확보 (Looking for New Business Partners) 6.1 

수출입알선 (Intermediate Import and Export) 4.1 

기존 거래선 방문 (Visiting Existing Business Partners) 3.0 

세미나 등 부대 행사 참석 2.1 

일반관람 (Simple Visit) 1.1 

기타 (Others) 0.9 

합 계 100.0 

 

  



 

3. 참가사 현황  

○ 품목별 현황 (품목 중복) 

품목 참가사 품목 참가사 

영상의학 및 진찰 · 진단용기기 26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24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20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21 

임상, 검사용 기기 14 일반치료 관련기기 11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12 피부, 미용 관련기기 14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40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13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53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23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12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4 

병원, 기관, 단체 11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23 

16개 품목 총 171개 기업 참가 

 

○ 국가별 출품현황(제조업체별) 

  

 

 

 

 

 

 

국가명 참가사 국가명 참가사 국가명 참가사 국가명 참가사 

한국 152 네덜란드 1 독일 2 미국 8 

스웨덴 1 일본 4 중국 3 
  

7개국 총 171개 기업 참가  



 

4. 전시장 도면 

 

 

 

 

 

 

 

 

 

 

 

 

 



 

5. 개막행사 및 만찬 

 1)행사 개요 

• 행사명:  2017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7) 

웰컴 리셉션(참가업체/초청 해외바이어/VIP 초청) 

• 일  시: 2017.9.27 / 18:30~20:30  

• 장  소: 코엑스 3 층 E5,6  

• 주  최: 대한병원협회, ㈜이상엠앤씨 

• 내  용: 전시회 참가/참관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업체와 해외바이어 교류 

 

<웰컴 리셉션 현장 사진> 

 

 

 



 

<참석자 명단> 총 196명(해외바이어 30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1 국내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2 국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3 국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 국내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 국내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6 국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7 국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8 국내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9 국내 정영진 K-Hospital Fair 조직위원장/강남병원장 

10 국내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11 국내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12 국내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3 국내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14 국내 임종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 

15 국내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16 국내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17 국내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18 국내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19 국내 김상묵 코트라 서비스수출지원센터장 

20 국내 신병순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장/케이엠헬스케어 회장 

21 해외 
Dr. Kuntjoro Adi Purjanto, 

M.Kes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President 

22 해외 
Dr. Sri Rachmani, MKes, 

MH.Kes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Secretary General 

23 해외 
Sumaryono Rahardjo, SE, 

MBA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Treasurer 

24 해외 Dr. Robert Imam Sutedja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Chairman of Hospital Social 

Responsibility 

25 해외 
Muslina Handayani, ST, 

MKKK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Supporting Management Compartment 

Member 

26 해외 
Dr. Santoso Soeroso, SpA, 

MARS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Chairman of Hospital Techniology 

Assessment 

27 해외 Dr. Wasista Budiwalujo, MHA 
Indonesian Hospital Association/ Vice Chairman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28 해외 Dr. Wilfried Herdin Sibuea Chair of the Tebet Hospital delegation group 

29 해외 Marie Sumarsih Sibuea Member of the Tebet Hospital delegation group 

30 해외 
Dr. Hotnida Christiawaty 

Sibuea 
Chairlady of Bina Sehat Interna Foundation - Tebet Hospital 

31 해외 
Dr. Batunahal Pangihutan 

Gultom 
Advisor of the Tebet Hospital delegation group 

32 해외 Mr. Le Tuyen Hong Duong Thu Cuc Medical and Beauty JSC 



 

33 해외 Mr. Nguyen Hong Tien Thu Cuc Medical and Beauty JSC 

34 해외 Ahmad Shahizam Mohd Shariff Chief Corporate Officer IHH Healthcare Berhad 

35 해외 Dr T. Mahadevan Chief Executive Officer APHM 

36 해외 Hairul Suhaimi Abd Rahman Executive Officer APHM 

37 해외 CUI JIAN JIANGSU YUEDA GROUP CO.,LTD 

38 해외 CUI YING JIANGSU YUEDA GROUP CO.,LTD 

39 해외 YU HUI Dandong Yu Long Real Estate Co.,Ltd. 

40 해외 Chi Yun, Cheong Grupo BIS 

41 해외 LOPEZ/ CELSO BERNARD Metro Pacific Hospital Holdings, Inc. 

42 해외 RENTFLEJSZ JANUSZ Creator-Comm Ltd. 

43 해외 Gilbert Pierre Ministry of Health, Seychelles 

44 해외 FELCHLIN MAXPETER Baumann Medical AG 

45 해외 Mostepan Tetiana Kyiv City Administration, Kyiv City No4 Hospital 

46 해외 Mykola Povoroznyk Kyiv City Administration, Kyiv City No4 Hospital 

47 해외 Mrs. Valentina Povoroznyk Director of Administration 

48 해외 Alvin Yim 
Vice President - Global Accounts Sales & Marketing ADVENTA 

HEALTH SDN BHD 

49 해외 WU CHENG JIANGSU YUEDA GROUP CO.,LTD 

50 국내 이석현 우리아이들병원 명예원장 

51 국내 정인화 정병원 병원장 

52 국내 홍승원 대전기독요양병원 병원장 

53 국내 함  웅 계요병원 병원장 

54 국내 김동익 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분당차병원장 

55 국내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이사장 

56 국내 고성백 김포우리병원 이사장 

57 국내 임영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58 국내 이혜란 한림대학교 의료원장 

59 국내 정규형 한길안과병원 이사장 

60 국내 정영진 K-Hospital Fair 조직위원장/강남병원장 

61 국내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62 국내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63 국내 김권배 계명대동산의료원 의료원장 

64 국내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65 국내 정영호 좋은꿈 한림병원 병원장 

66 국내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67 국내 조한호 오산한국병원 병원장 

68 국내 은백린 고려대학교구로병원 병원장 

69 국내 김경헌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70 국내 유희석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71 국내 민응기 강남차병원 병원장 



 

72 국내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 

73 국내 유인상 영등포병원 의료원장 

74 국내 김민기 서울의료원 의료원장 

75 국내 안종성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76 국내 양유휘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병원장 

77 국내 김진호 홍성의료원 의료원장 

78 국내 박현수 한일병원 병원장 

79 국내 정흥태 부민병원 이사장 

80 국내 김태년 영남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81 국내 김홍주 인제대학교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82 국내 류재광 목포한국병원 병원장 

83 국내 안유배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의무원장 

84 국내 송재승 (청주)한국병원 이사장 

85 국내 김선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병원장 

86 국내 김용란 김안과병원 병원장 

87 국내 김병관 혜민병원 병원장 

88 국내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병원장 

89 국내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90 국내 김한주 신세계병원 병원장 

91 국내 김진호 예손병원 병원장 

92 국내 김상일 H+양지병원 병원장 

93 국내 오승준 새하늘병원 병원장 

94 국내 김 철 부산고려병원 이사장 

95 국내 김기택 강동경희대병원 병원장 

96 국내 임 학 고신대복음병원 병원장 

97 국내 권오춘 대구가톨릭대병원 병원장 

98 국내 박경환 대동병원 병원장 

99 국내 김재현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병원장 

100 국내 염호기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병원장 

101 국내 조기철 참조은병원 이사장 

102 국내 강중구 산본제일병원 병원장 

103 국내 Sean Burke(션 버크) GE 헬스케어아태지역 총괄대표이사 사장 

104 국내 도미니크 오 필립스코리아 대표이사 

105 국내 이명균 지멘스헬시니어스 대표이사 

106 국내 송인금 인성메디칼 대표이사 

107 국내 이경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108 국내 임배만 에이치엠엔컴퍼니 대표이사 

109 국내 노용갑 JW 메디칼 대표이사 

110 국내 오연호 한림의료기 대표이사 

111 국내 김종필 트래콘건설 대표이사 



 

112 국내 윤근진 지엠에스 회장 

113 국내 이영규 우영메디칼 대표이사 

114 국내 장세훈 조선기기 대표이사 

115 국내 권용기 조선기기 사장 

116 국내 김동욱 인피니트헬스케어 대표이사 

117 국내 이준혁 디케이메디칼솔루션 대표이사 

118 국내 이종우 에이스메디칼 대표이사 

119 국내 이승묵 메디칼스탠다드 대표이사 

120 국내 이광식 리노셈 대표이사 

121 국내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원장 

122 국내 이정석 메디칼타임즈 대표 

123 국내 박성복 Wolters Kluwer, 한국지사장 

124 국내 최원석 삼성메디슨 본부장 

125 국내 김병장 메가메디칼 대표이사 

126 국내 조한표 에이원의료기산업 대표이사 

127 국내 박용기 비티 대표이사 

128 국내 김경희 두원사이어스 대표이사 

129 국내 김경운 에이치씨인포 대표이사 

130 국내 송태성 동화씨앤엠 대표이사 

131 국내 조원표 이상엠앤씨 대표이사 

132 국내 박현숙 클라리파이 대표이사 

133 국내 양철신 스마일제우스 대표이사 

134 국내 최종철 의료복지협동조합 이사장 

135 국내 정경수 베일리테크 대표이사 

136 국내 이한상 피에이치에스 대표이사 

137 국내 이효광 에어랩 대표이사 

138 국내 최요한 스파텍 대표이사 

139 국내 박동일 하나지엔씨 대표이사 

140 국내 김도윤 닥터 CEO 대표이사 

141 국내 이현호 진흥에스엠에스 소장 

142 국내 정광욱 맨엔텔 대표이사 

143 국내 송영호 나일소프트 대표이사 

144 국내 장영주 정덕 CEO 

145 국내 석재일 옵티메디 CEO 

146 국내 공혜경 메디잉글리시 대표이사 

147 국내 이상빈 메인텍 대표이사 

148 국내 정시훈  홍익메디칼시스템즈 회장/경영고문 

149 국내 최득남 홍익메디칼시스템즈 대표이사 

150 국내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이사 

151 국내 김수경 나노바이오라이프 대표이사 



 

152 국내 이종화 이에스엠티 대표이사 

153 국내 이성균 디게이트 대표이사 

154 국내 하성래 신화가운 대표이사 

155 국내 박명인 의계신문 대표 

156 국내 김영준 필립스코리아 부사장 

157 국내 진건옥 케이엠헬스케어 부사장 

158 국내 Alvin Yim Vice President - Global Accounts Sales & Marketing ADVENTA HEALTH SDN BHD 

159 국내 이승국 헬스브리즈 부사장 

160 국내 박홍순 종근당 전무 

161 국내 이상만 의학신문 국장 

162 국내 우종남 지브라테크놀로지스 지사장 

163 국내 이창호 킴스 부사장 

164 국내 전영철 젬스메디컬 부사장 

165 국내 함태인 동아 st 상무 

166 국내 이우곤 지멘스헬시니어스 상무 

167 국내 석완수 플라즈맵 상무 

168 국내 지현진 와이비소프트 상무 

169 국내 양인모 대웅제약 병원본부장 

170 국내 공석만 퍼시스 팀장 

171 국내 장광희 GE 헬스케어 이사 

172 국내 김영진 인피니트헬스케어 이사 

173 국내 김홍래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이사 

174 국내 조종수 에이원의료기산업 이사 

175 국내 김상한 동서메디케어 대표이사 

176 국내 김근호 굿티브이 이사 

177 국내 윤희승 맨엔텔 이사 

178 국내 김지엽 코트라 의료바이오팀장 

179 국내 이권용 웰텍헬스케어 

180 국내 윤정환 현메디칼 

181 국내 조원천 케어웨어 

182 국내 유경화 케어웨어 

183 국내 김대정 에이치엠에이치 부장 

184 국내 박세현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과장 

185 국내 강용준 에이티지 과장 

186 국내 권세영  코트라 지식서비스팀 PM 

187 국내 이예솔 코트라 지식서비스팀 

188 국내 서창업 코트라 지식서비스팀 

189 국내 조완익 코트라 지식서비스팀 

190 국내 권재욱 삼성메디슨 

191 국내 김대환 삼성메디슨 



 

192 국내 이흥섭 삼성메디슨 

193 국내 이창걸 삼성메디슨 

194 국내 안미림 GE 헬스케어 차장 

195 국내 정택진 젬스솔루션 인도네시아법인장 

196 국내   젬스메디칼 

 

6. 2017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프로그램 

○ 일    시 : 2017. 9.27(수)~29(금) 

○ 장    소 : COEX E홀, D·C홀 內 세미나실(제1~5), 그랜드볼룸 

○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9.27(수) 

10:00~ 

12:00 

의료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 

주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조인이여,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설명해보라! 

정해남(상임조정위원) 

의료분쟁의 원인과 분쟁해결 

임주현(상임조정위원) 

치과 의료분쟁의 특성과 예방 

손호현(상임감정위원) 

D 홀 

제1세미나실 

9.27(수) 

11:00~ 

12:00 

2017년 제2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설명회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년 제2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설명회  

나영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과장 

D 홀 

제2세미나실 

9.27(수) 

13:30~ 

15:0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병원 경영 리더십 

주관 : GE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 및 병원 경영의 변화 가능성  

백영재 Google 글로벌 디렉터 박사 

위기의 병원, 변화 모색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병영 

경영 리더십이란  

정은정 GE 크로톤빌 트레이닝 센터 이사 

E6홀 



 

9.28(목) 

10:00~ 

12:00 

모바일트렌드에 따른 의료시장의 

변화 : 서비스부터 마케팅까지 

주관 : 굿닥 

모바일 그리고 의료마케팅 

- 모바일시대와 모바일의료마케팅 

- 적절한 매체선정의 중요성 

- 소비자 중심의 컨텐츠 

- 최고의 파트너 찾기 

모바일을 통한 환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서비스로써 모바일의 잠재력 

- 병원 진료 환경의 변화 

- 환자관리채널로써의 모바일 

- 모바일 의료서비스의 가능성 

D홀  

제1세미나실 

9.28(목) 

10:00~ 

12:00 

IoT와 의료  

주관 : 

고려대학교정보창의교육연구소& 

루씨엠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IoT 의료 트렌드 

채정민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Digital Transformation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의 

발전방향  

이종혁 SK주식회사 IoT Device팀장  

최신적용사례 

남승민 루씨엠 대표 

D홀  

제2세미나실 

9.28(목) 

10:00~ 

12:00 

U헬스 및 ICT의료 서비스 육성 

정책 토론회 

주관 : 시도병원협의회&전자신문 

좌장 : 윤영로 연세대의과대학 

의공학부 교수 

개회사 및 축사 

<주제발표1>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 교수 

<주제발표2>  

김홍진 인성정보통신 이사 

<패널토의> 

허영 한국산업기술평가원 PD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열 경희대의대 내과 교수 

정은영 가천대의대길병원 헬스아이티연구센터 팀장  

질의응답 

E3~4홀 



 

9.28(목) 

14:00~ 

17:00 

의사인력, 부족인가 과잉인가 

주관 : 경기도병원회&메디칼타임즈 

좌장 :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 

<주제발표>  

1. 통계로 보는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2. 미래의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진단한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토론> 

전이양 완도대성병원 병원장 

조영대 대한전공의협의회 사무총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손일룡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과장 

질의응답 

E3~4홀 

9.28(목) 

14:00~ 

16:00 

의료기관에서 양성평등의 현재와 

미래  

주관 : 한국여자의사회 

좌장 :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 

최근 의료계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관련 이슈들  

신현영 한국여자의사회 국제이사 

최근 의료계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관련 이슈들 

- 법조인의 시각에서 -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 

간호사가 바라본 양성평등과 성폭력 이슈  

차지영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의료기관 조직문화와 양성평등  

최인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단장  

Q & A  

D홀  

제2세미나실 

9.28(목) 

14:00~ 

17:00 

원격판독과 네트워크 영상의학 

주관 : 헬스허브 

<Session 1>  

원격판독의 외국 현황 및 EU, ACR 가이드라인 (25분) 

우현식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원격판독의 국내 현황 및 개선방향 (25분) 

어홍 (삼성서울병원) 

E1~2홀 



 

Q & A  (10분) 

<Session 2> 

야간응급 원격판독 (25분) 

나동규 (강릉아산병원) 

원격판독과 Network 영상의학 (25분)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Q & A  (10분) 

<Session 3> 

헬스허브 원격판독 시스템 (25분)   

헬스허브 이병일 대표 

인피니트 원격판독 시스템 (25분)  

인피니트 김동욱 대표 

Q & A (10분) 

9.29(금) 
10:00 ~ 

12:00 

의료산업관련 법률이슈 

주관 : 법무법인(유) 화우 

좌장 : 김만오 변호사 

인공지능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김재춘 변호사 

 ICT 기반 의료기기의 법률상 쟁점 

설지혜 변호사 

의료법 관련 법적 이슈 

이경환 변호사 

D홀  

제3세미나실 

9.29(금) 

10:00~ 

12:00 

파이썬으로 여는 미래! 인공지능과 

의료서비스 첫걸음! 

주관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Part1. 파이썬으로 그려보는 미래 의료 서비스 

최일선 (주)보안프로젝트 기술이사  

1. 인공지능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약 

2. IT 와 의료 서비스의 만남 

- 최저 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력 시장의 변동 

- 미충족 의료 서비스 

3. 파이썬의 능력 

- 소프트웨어 교육 

- 업무 자동화 

D 홀 

제5세미나실 



 

- 빅데이터과 인공지능 

- 기타(정보보안, 웹서비스 등) 

4. 프로그래밍과 의료 서비스 사례 

- 질병 진단 인공지능 보조 의사 시스템 

- 신약 임상시험용 환자 모델링 시스템 

- 빅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 SMS/챗봇 활용 

5. 파이썬으로 미래를 엽시다 

- 파이썬을 익히기 좋은 방법들 

Part2. 파이썬 프로그래밍 맛보기 

최일선 (주)보안프로젝트 기술이사 

1. 파이썬 프로그래밍 얼마나 쉬운가! 

- 파이썬으로 계산하기 

- 조건에 따라 행동하기 

- 반복 작업 수행하기 

2. 부동산 예측 머신러닝 코드 돌려보기 

3. 동물 사진 분류하는 딥러닝 코드 돌려보기 

9.29(금) 

10:00~ 

12:00 

환자안전과 의료 질 

주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의료기관 중간현장조사 제도 안내  

황재민 인증2팀 주임연구원 

2주기 치과 및 한방병원 인증 추진계획  

박미진 인증1팀 주임연구원 

함께보고하고 함께보호받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김수환 환자안전팀 사원 

D 홀 

제1세미나실 

9.29(금) 

11:00~ 

12:00 

Russian Regulation (Medical 

Device Registration Process + 

Changes in Dossier Options) 

주관 : BeAWire 

What is necessary for medical devices 

Why this is important (how Government controls 

market of medical devices) 

What should you do if you already have 

registration certificate (state registration in Russian 

Federation for medical device) 

D홀  

제2세미나실 



 

9.29(금) 

13:00~ 

15:05 

의료재활로봇 보급 및 임상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개발에서 

임상시험까지 

 

주관 : 국립재활원 

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소개 

- 김호진 국립재활원 단장 

상지재활로봇 3DBT-61 소개 및 재활로봇시장 현황 

- 정광욱 Man&Tel 대표 

상지재활로봇 개발 배경 및 과정 

- 안진웅 DGIST 박사 

외골격제어형 보행재활로봇 EXOWALK 임상내용 

- 남연교 동국대일산병원 물리치료사 

로봇치료실 운영 및 재활로봇을 이용한 재활치료 

- 김정환 국립재활원 과장 

D홀  

제3세미나실 

9.29(금) 

13:30~ 

14:20 

모바일 시대, 병의원 성공경영 

노하우를 만나는 지름길! 

주관 : 닥터CEO 

모바일 시대, 병의원 성공경영 노하우를 만나는 

지름길!  

- 모바일 트렌드와 의료경영업계의 현주소  

- 개원예정의 및 개원의가 바라는 의료경영정보 

- 의료업체가 바라는 병의원 시장 

- 개원의와 의료업체를 연결하는 병의원 성공경영 

플랫폼 

김도윤 닥터CEO 대표 

D홀  

제1세미나실 

9.29(금) 

14:00~ 

15:00 

IoT '라이팅 테라피' 기술의 실제와 

응용 

주관 : 스페이스이상 

환자 심신안정 및 병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IoT '라이팅 테라피' 기술의 실제와 응용 

한현석 인더코어 대표 

D홀  

제2세미나실 

9.29(금) 

14:30~ 

15:20 

병원콜센터를 활용한 신환율 향상 

및 부도율 인하 전략 

주관 : 브로드씨엔에스 

병원콜센터를 활용한 신환율 향상 및 부도율 인하 

전략 

-  - 콜센터 클라우드서비스를 통한 병원콜센터 

도입전략      

-    및 운영지표관리 

- - 지능형 CTI를 통한 신환율 향상 전략 

- - 부가서비스를 활용한 부도율 인하 전략 

- - 병원 콜센터  구축 사례 소개 

차두선 브로드씨엔에스 대표이사 

D홀  

제1세미나실 

 



 

□ [대한병원정보협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7 

(수) 

의료기관 정보보호 운영사례 

(진행 : 이기춘 서울아산병원) 

D홀 

제4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병원정보협회 

(Tel : 02-2030-7100) 

0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회장 인사말 

Session 1 

좌장 : 황연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파트장 

10:10~10:30 

Keynote Ⅰ.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방소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10:30~10:50 

VDI 솔루션을 통한 의료 기관 망분리 및 업무 환경 최적화 방

안 소개 

김해곤 메이머스트 부장 

10:50~11:10 

가시성 확보와 머신러닝, 지능형 위협 대응의 시야를 넓히다. 

의료기관 보안강화 전략 소개 및 지능형 보안 위협에 대한 트

렌드,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사례 소개 

안병무 안랩 차장 

11:10~11:30 

랜섬웨어, 사전 대응 가능합니다. 

이태일 팔로알토네트워크 이사 

11:30~11:50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체크리스트 

황연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파트장 

11:50~12:00 Q&A 

12:00~13:3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Session 2 

좌장 : 이지태 중앙대학교병원 과장 

13:30~13:50 

Keynote Ⅱ. 의료기관 ISACA 

손승주 사회보장정보원 부장 

13:50~14:10 환자정보 접근기록 분석방안 



 

류정운 나일소프트 부장 

14:10~14:30 

상황인식기반 행위탐지 랜섬웨어 전문솔루션 AppCheck Pro 

강지현 에이치씨인포 과장 

14:30~14:50 

서울아산병원 정보보호 공시 

경우호 서울아산병원 UM 

14:50~15:00 Q&A 

Session 3 

좌장 : 김진응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파트장 

15:00~15:20 
Keynote Ⅲ. 의료기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한주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 

15:20~15:40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응방안 및 구축효과 

이승한 한국정보기술단 수석 

15:40~16:00 
백업관점에서의 랜섬웨어 사례와 대응 방안 

김동규 유리시스템 이사 

16:00~16:20 

ISMS 인증을 위한 효율적인 시험 데이터 관리방안 DataGenor 

TDM 

김동일 바넷정보통신 부소장 

16:20~16:40 
환자 관접에서 본 병원 앱 활용 방안 

노정한 투비콘 

16:40~17:00 
병원의 특수성과 삼성서울병원의 보안 

박종환 삼성서울병원 팀장  

17:00~17:10 Q&A 

9.28 

(목) 

의료 IT 융합 기술 

(진행 : 이제관 기획국장) 

0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회장 인사말 

Session 1 

좌장 : 양기태 메리놀병원 부울경지회 사무총장 

10:10~10:30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 

감혜진 서울아산병원 박사 

10:30~10:50 Microsoft AI도구를 활용한 빠른 Healthcare AI 구현 

강희재 디에스이 트레이드 연구소장 

10:50~11:10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운영 통합관리 전략 

윤인수 타임게이트 수석 



 

11:10~11:30 
의료정보시스템 Unix에서 Linux 전환 컨설팅 사례 

김영주 오픈나루 팀장  

11:30~11:50 고려대학교병원 AI 사례 

이성호 고려대학교의료원 실장 

11:50~12:00 Q&A 

12:00~13:2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Session 2 

좌장 : 최동훈 을지대병원 대전지회장 

13:20~13:40 

CDM(Common Data Model)의 발전 배경과 OHDSI Network 

소개  

조수연 아주대학교 박사과정 

13:40~14:00 
임상연구방법론 기반의 임상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원동 소프트센 부장 

14:00~14:20 

네이버 의료 클라우드 소개 

김경영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상무 

14:20~14:40 

아주대학교의료원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 

권구안 아주대학교병원 팀장 

14:40~15:00 

Make your Hospital & Healthcare SMART 

권기욱 레몬헬스케어 전무 

15:00~15:10 Q&A 

15:10~15:20 Break 

Session 3 

좌장 : 이영하 서울아산병원 팀장 

15:20~15:40 

검사실 정도관리 IoT 솔루션 

유수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소장 

15:40~16:00 

Visibility That’s Visionary : Better Connection. Better Care 

(TBD) 

박현 지브라테크놀로지스 이사 

16:00~16:20 

클라우드 적용 사례(대만, 싱가포르…) 

최종수 삼성서울병원 팀장 



 

16:20~16:40 

인질로 잡히는 의료기기 – 의료기관 보안과 이에 대한 대책은? 

정관진 시스코 코리아(비토플러스) 부장 

16:40~17:00 

국가 암 빅데이터 구축방안(암종별 레지스트리를 중심으로) 

정승현 국립암센터 센터장 

17:00~17:10 Q & A 

17:10~17:20 경품 추첨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병원건축 포럼 “지속 가능한 병원 건축 계획” 

일 자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7(수) 

Opening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D홀 

제5세미나실 

문의처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Tel : 031-214-

4683) 

Session 1 
 

병원의 미래와 Smart Hospital 

 

10:10~10:40 

의료환경 변화와 미래 병원전략 

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교수 

10:40~11:10 

의료환경변화에 따른 한국 공공병원건축의 미래 

배좌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혁신단 병원경영지원팀 

11:10~11:40 

병원에서의 시스템 경영 

박경수 삼정 KPMG BCS-Healthcare 본부 이사 

11:40~11:50 
종합 질의 및 일정 안내 

11:50~13:30 중식 

Session 2 
 

Renovation (기획과 설계) 

 

13:30~14:00 

병원건축의 New Trend와 리모델링 전략 

양내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4:00~14:30 

병원 리모델링을 위한 단계별 고려사항 

안정웅 현신건축 대표 

14:30~15:00 

병원리모델링에 있어서 사용자 특성에 맞춘 공간디자인 

노태린 ㈜위아카이 대표 

15:00~15:10 
종합 질의 

15:10~15:30 Break time 

Session 3 
 

병원 안전과 위기대응 



 

 

15:30~16:00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공병원 서비스 디자인 

팽한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팀장 

16:00~16:30 

병원건축물 리모델링시 설비시설의 중요성과 최적계획 

이송우(주)우원 M&E 부사장/인하대학교겸임교수(건축학과) 

16:30~17:00 

감염병 치료시설의 계획 

윤형진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7:00~17:10 
종합 질의 및 폐회 

9.28(목) 

Opening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Session 4 
 

Renovation (시공과 관리) 

 

10:10~10:40 

시설 및 환경분야 인증조사 사례 

김장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조사위원 

10:40~11:10 

감염병전문병원의 안전을 고려한 설비계획 

성민기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1:10~11:40 

새 기준을 적용한 응급진료센터 리모델링 

홍창표 연세의료원 건축기획파트장 

11:40~11:50 종합 질의 및 폐회 

 

□ [한국QI간호사회]  환자안전관리의 미래와 현재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7(수) 

10:00~10:10 
인사말 

천자혜 한국QI간호사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관리실 부장 

D 홀 

제3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한국QI간호사회  

(Tel : 010-6870-

4799) 

10:10~10:40 
변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준비(급성기/요양병원) 

정재희 경희의료원 QI팀장 

10:40~11:20 
환자안전사고 예방관련 의사소통 사례 

박선경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QI팀장 

11:20~12:00 
환자안전관리 방법론과 운영 사례(1)_RCA 

곽미정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 

12:00~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14:50 
환자안전법과 운영사례 

허영희 대전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4:50~15:30 
환자안전관리 방법론과 운영사례(2)_FMEA 

정명숙 아주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 

15:30~16:00 질의 및 토론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사회 및 노인의료 발전 세미나 “산업 발전에 따른 노인의료 환경 변화”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7(수) 

13:30~14:00 등록 및 접수 

D홀 

제2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Tel : 02-719-5678) 

14:00~14:50 빅데이터와 요양병원 경영 

14:50~15:10 Coffee Break 

15:10~16:00 
노인환자 케어에서의 첨단기술 도입  

– 제론테크놀로지란 무엇인가 

16:00~16:30 Coffee Break 및 이사회 참석 확인 

16:30~18:00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임시이사회 

 

□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감염관리 캠페인 “함께하는 감염관리”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7(수) 

13:00~13:20 등록 

D 홀 

제1세미나실 

접수처: 

nk2004@hanmail.net 

 

문의처 :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13:20~13:30 

개회사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천희경 

13:30~14:10 

새롭게 시작하는 법정감염병 신고 알리기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과장 

14:10~14:20 Q & A 

14:20~15:00 

법정감염병 신고 실제  

순천향대학교병원 정연수 

15:00~15:20 휴식 

15:20~16:10  

감염 재난관리 

고대안암병원 이승은 

16:10~17:00 

함께해보는 보호구 착∙탈의 

실습강사 

17:00 ~ 17:20 Q & A 

17:20 ~ 17:30 폐회사 

 

 

 



 

□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10:00~10:30 접수 및 등록 

D홀  

제3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Tel : 02-3397-0065) 

10:30~11:00 
특강1. ‘병원이 바라는 구매 물류인’ 

이철희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11:00~11:10 Coffee Break 

11:10~11:40 
특강2. 건강보험 등제의 이해' 

김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11:40~12:00 업체 소개 

12:00~12:20 업체 소개 

12:20~13:00 중식 

13:00~14:00 
특강3. '병원신축에 따른 물류시설 준비' 

고대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설팀장 

14:00~14:10 Coffee Break 

14:10~15:10 
특강4. '의료장비 외자구매와 관세감면' 

정태경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매팀장 

15:10~15:30 업체 소개 

15:30~15:40 Coffee Break 

15:40~16:20 구매물류 우수사례 경진대회(사례발표 및 토론) 

16:20~17:00 제2차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정기총회 

17:00~17:30 전시장 투어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2017년 추계학술대회  “고령사회와 헬스케어 디자인 (특별세션 : 환자경험평가)”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09:00~09:30 등록 

E5홀 

별도접수 

 

문의처 :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 

(Tel : 031-810-5101) 

09:30~09:40 개회사 

09:40~10:10 

<특별세션>  

환자경험을 높이기 위한 환자경험평가의 방향성 

손종영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10:10~10:55 

1. 환자경험을 높이기 위한 케어디자인 방안 

이경숙 (명지병원 케어디자인센터) 

2. 병원 환경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간 디자인 

윤형진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 서비스디자인으로 대응하는 환자 경험평가 

김남형 (계원예술대학교 디자인학과) 

10:55~11:10 토 론 

11:10~12:00 
헬스케어디자인 관련 학사 및 석사 논문 발표 

류용환(건양대), 구원회(순천향대), 김예림(인제대) 

12:00~13:30 점심시간 

13:30~14:10 

<기조강연>  

고령사회에서 지역사회와 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하는가 



 

김철중 (조선일보) 

14:10~15:10 

<제1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와 헬스케어디자인의 역할 

1. 스마트 시대의 지역기반 헬스케어디자인 

정봉근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2. 시대가 요구하는 급성기 병원의 변화 

이상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3. 고령사회를 대비한 힐링 기반의 병원 디자인 트렌드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오은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15:10~15:20 휴식 시간 

15:20~16:20 

<제2부> 시니어를 위한 의료서비스디자인 사례 

1. 고령 환자를 배려하는 시니어친화 병원  

  이종민 (건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2. 시니어를 위한 사인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 사례 

백진경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3.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제품디자인 사례 

조상현 (필립스코리아 신사업개발부) 

16:20~17:30 
<패널토의> 

고령사회 원년에서의 병원 기능과 헬스케어디자인의 방향 

17:30~17:40 총 평   

 

□ [HM&COMPANY] 문재인 케어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병원지속 경영전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09:30~10:00 
등록 및 개회 

E1~2홀 

별도접수 

 

문의처 : 

HM&COMPANY  

(Tel : 02-444-6480) 

10:00~10:50 

<심포지움 주제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병원경영 

좌장 : 임배만(HM&컴퍼니 대표)      

1.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용균, HM&컴퍼니 대표컨설턴트)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병원지속경영 

(임배만, HM&컴퍼니 대표) 

10:50~11:00 
질의 응답   

11:00~12:00 

<심포지움 주제 2> 병원의 지속경영과 생존전략  

1. 대학병원의 지속경영전략과 향후 과제 

(설석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사무국장) 

2. 종합병원의 지속경영과 생존전략 

(오중근 평택 굿모닝병원 행정원장) 



 

3. 공공병원의 지속경영과 사례 

(김미경 김천의료원 의료원장) 

12:00~12:10 
질의응답 

 

□ [대한중소병원협회&메디칼타임즈] 간호인력 정책포럼 “답이 없는 간호 인력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09:30~10:00 등록 및 접수 

E6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중소병원협회& 

메디칼타임즈 

(Tel : 02-712-6731) 

10:00~10:30 
주제발표 1.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계획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0:30~10:50 
주제발표 2. 병원계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수급 전략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10:50~11:40 

토론 

1. 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 

2.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3.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4.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담당 전문위원 

5.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11:40~12:00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 [대한중소병원협회&한국의료재단연합회]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의료 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13:00~13:30 등록 및 접수 

E6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 

 (Tel : 02-712-6731) 

13:30~14:00 
1. 환자 안전 의료 문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14:00~14:30 
2. 환자 안전 관리료 수가 인정 기준마련 방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30~15:00 
3. 환자 안전 보고 시스템의 역할과 미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5:00~15:20 Break Time 

15:20~15:50 
4. 환자 안전 의료 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 

대한환자안전학회 

15:50~16:20 
5. 환자 안전 평가 관리 시스템 개발 사례 

메디통 

16:20~16:50 6.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을 위한병실 디자인 사례 

 

 

□ [대한의공협회]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 의료기기 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 14:00 등 록 

E7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의공협회  

(Tel : 02-2631-9492) 

14:00~14:10 개회사 및 내빈소개 

14:10~15:10 

주제발표와 토론 1. 의공사의 전문성 

정동근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주제발표와 토론 2. 의료기관 의료기기 안전관리 시스템과 정책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실 실장) 

주제발표와 토론 3. 입법 과정 

김승렬 (前 경기도 법률자문관) 

주제발표와 토론 4. 대한의공협회의 비젼과 전략 

김묘원 (대한의공협회 회장) 

15:10~15:20 Coffee Break 

15:20~16:00 패널 주제 토론 

16:00~16:05 폐 회 사 

 

□ [대한영양사협회] 의료기관 영양부서의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13:00~13:30 개회식  

D 홀 

제5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영양사협회 

(Tel : 02-823-5680) 

13:30~14:00 의료기관 영양부서의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14:00~14:50 

<특강>  

의료기관 영양사의 질 향상활동 주제선정과 문제해결 방법  

강문정 (주)탈피오트컨설팅 대표 

14:50~15:00 Coffee Break 

15:00~16:40 

<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QI 활동사례 (1 명) 

우수상 QI 활동사례 (4 명)  

16:40 폐회식 

 

 

 

 

□ [전국병원시설및관리자협의회(가칭)] 병원 시설∙관리 컨퍼런스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8(목) 
14:00~16:00 

감염관리, 병원건축에서 말하다. -실무사례중심- 

주혜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병원건축계획의 원점 

정현화 구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D홀  

제1세미나실 

별도접수 

 

문의처 : 

(Tel : 02-3397-0065) 

 

□ [대한의무기록협회] 2017년도 하반기 의무기록(의료정보)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9(금) 

09:20~09:50 등 록 

E6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의무기록협회  

(Tel : 02-424-

8514) 

09:50~10:00 개회식 

10:00~11:30 

협업으로 창조하라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11:30~12:30 

[보건복지부 최근 유권해석 설명1]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진단서 등 발급 관련 

홍혜련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무기록팀 팀장) 

[보건복지부 최근 유권해석 설명2] 보관연한 경과 의무기록의 파기 관련 

박명화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무총장) 

12:30~13:30 점심식사 및 전시장 관람 

13:30~14:10 

의무기록/의료정보 관리에서의 데이터거버넌스 

안선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코디네이터) 

14:10~16:30 

[의무기록‧의료정보 관리 이슈에 관한 토론]  

좌장 : 김선자 (서울아산병원 AGS평가실 부장) 

[주제1] 최근 외부 평가 경향에 따른 의무기록관리 이슈 

▣ 동의서의 대리인 서명 시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증빙 관련 

황용화 (단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팀 팀장) 

▣ 퇴원요약정보의 충실성 평가에서 합병증의 표기 방식 관련 

백설경 (아주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팀장) 

[주제2] 신포괄수가제 확대 - 선행 경험을 통해 듣다 



 

▣ 신포괄수가제의 변화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변화과정 

유인애 (청주의료원 의무기록실 실장) 

▣ 신포괄수가제에서 상시 수집하는 정보와 퇴원요약정보 현황 및 자료의 질  

평가 

이경희 (서울의료원 의무기록팀 팀장) 

▣ 의무기록사의 진단코드 관리에 따른 수익 비교를 통한 의료진 참여 유도 

16:30~17:00 종 합 토 론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2017년 임시총회 및 제6회 추계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9(금) 

11:00~11:30 등록 및 K-Hospital Fair 전시장 관람 

E5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Tel : 02-702-7212) 

11:30~13:00 2017년 임시총회 

13:00~14:00 등록 및 K-Hospital Fair 전시장 관람 

14:00~14:30 개회식 

 
제6회 추계학술세미나 1부 <3기 전문병원 정책방향> 

14:30~15:30 

전문병원의 미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포괄수가제의 이해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실장 

15:30~15:50 휴식 및 K-Hospital Fair 전시장 관람 

 
제6회 추계학술세미나 2부 <전문병원 생존전략> 

15:50~16:50 

미디어를 활용한 병원홍보  

홍혜걸 의학채널 비온뒤 대표 

 

설명의무와 메디컬 애니메이션  

정희두 헬스브리즈 대표 

16:50~17:20 세미나 종료 및 경품 추첨 

 

□ [병원간호사회] Best Nursing 경진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9(금) 

13:00~13:30 등록 

그랜드볼룸 

103호 

별도접수 

 

문의처 : 

병원간호사회 

(Tel : 02-2261-

1711) 

13:30~13:40 개회 

13:40~14:30 

<특강> 

의료법개정과 간호역할의 변화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부 교수) 

14:40~17:20 
<사례발표> 

개심술환자의 섬망 예방을 위한 근거중심간호  



 

공은진 (강릉아산병원) 

말기암환자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의 기억  

정윤숙 (고대안암병원) 

Colostomy Bag의 재발견  

김은아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통증의 법칙  

정다은 (보라매병원) 

Latex allergy 환자 수술간호  

박미래 (분당서울대병원) 

혈액투석과 심부전 환자의 간호  

이은주 (성바오로병원) 

환자를 넘어 그 보호자에게까지...  

박 현 (세브란스병원)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혈관 재폐색의 조기발견  

박지혜 (아주대병원) 

엔테로바이러스 뇌염 환아의 두개내압 상승 간호  

이인선 (칠곡경북대병원) 

간호의 숨은 그림 찾기  

최수미 (한림대강남성심병원) 

17:20~17:40 질의 및 응답 

17:40~18:00 
총평 및 시상 

 

□ [대한병원협회] 간호조무사의 업무 역량 강화와 환자안전 및 질향상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9(금) 

13:00~13:30 등록·접수 

E1~4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Tel 02-705-9242 

13:30~14:30 

간호조무사의 스트레스관리를 통한 자존감 강화 

그로우이앤씨 최정윤 대표 

14:30~15:30 

간호조무사의 ‘자기효능감’향상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셀프 

리더십을 통한 역량강화 

그로우이앤씨 최정윤 대표 

15:30~16:30 

의료관련 감염관리 원칙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이경미 전문연구원 

16:30~17:30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향상 

중앙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 서보영 팀장 

 

□ [대한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및 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29(금) 

13:30~14:00 등록 

E7 홀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재활병원협회 

 (Tel : 1522-4462) 

14:00~15:00 
특강 1. 척수손상환자의 로봇재활치료 

       이범석 국립재활병원 진료부장 

15:00~16:00 
특강 2. 재활병원 시범사업 및 향후 추진 방안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16:00~16:30 제 8 차 상임이사회 

 

□ 대한병원협회 컨퍼런스  

회의명 일 시 장 소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9.27(수) 16:00 E5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임시이사회 
9.27(수) 16:30 D홀 제2세미나실 

대한재활병원협회 상임이사회 
9.29(금) 16:00 E7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이사회 
9.28(목) 18:00 E6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임시총회 
9.29(금) 11:30 E5홀 

 

 

 

 

 

 

 

 

 

 

 

 

 



 

7. 행사 주요사진 

 

 

전시장 전경 해외바이어 초청 국가 

 

전시장을 찾은 동남아 지역국가들의 바이어/ 병원장 최신 의료기기를 둘러보는 해외 바이어 

 

 



 

 

 

 

 
KHF 2017 기간 중 개최된 컨퍼런스 및 세미나 



 

 
KHF 2017 기간 중 개최된 컨퍼런스 및 세미나 KOTRA ‘Healthcare Project Plaza’ 상담존 

 
KHF 2017 개막행사 및 만찬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 개회사 

 



 

 

KHF 2017 개막행사 및 만찬에 참석한 내외귀빈 

 
병원의료산업 발전 유공업체 감사패 전달 KHF 조직위원장(정영진) 행사 소개 

 
홍정용 회장, 인도네시아병원협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병원 팀장급, 업체 실무자 간 네트워킹파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