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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개요 

• 전시회명 : (국문) 2018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영문) K-HOSPITAL FAIR 2018 ; KHF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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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8월 8일(수) ~ 10일(금), 3일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10일 오후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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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최 : 대한병원협회 

• 주    관 : 이상엠앤씨,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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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여자의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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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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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결과 

1) 전시면적 

① 총면적(Gross Space): 7,425㎡ 

② 총부스(Booth): 382 Booth 

 

2) 참관객 통계자료 

• 총 참관객: 14,179명 

• 일자별 참관객 

날 짜 참관객수(해외바이어)(명) 비율(%) 

8월 8일(수) 5,048(171) 35.6 

8월 9일(목) 4,404(165) 31.1 

8월 10일(금) 4,727(132) 33.3 

합 계 14,179(468) 100.0 

 

• 참관객 직업분류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병원 

관계자 

병원장 (Hospital CEO) 412 2.9 

63.9 

병원관리자 (Hospital Manager) 4,023 28.4 

의사 (Doctor) 1,711 12.1 

간호사 (Nurse) 2,003 14.1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121 0.9 

방사선사 (Radiologist) 181 1.3 

의공사 (Engineer Biomedical) 304 2.1 

임상병리사 (Medical Technologist) 128 0.9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131 0.9 

약사 (Pharmacist) 53 0.4 

의료 업계 
의료기기 무역/ 판매업 (Distributor / Imp) 1,640 11.6 

20.3 
의료기기제조 (Manufacturer) 1,243 8.8 

학계/기관 

학계,연구기관,학생(Medical Research Center / Student) 632 4.5 

7.1 공공/정부기관 (Government) 325 2.3 

언론기관 (Press) 56 0.4 

기타, 미분류 (Others) 1,216 8.6 8.6 

합 계 14,17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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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구매결정권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최종결정권자 (Final Decision Maker) 2,846 20.1 

84.7 중간결정권자 (Middle Decision Maker) 4,243 29.9 

구매의뢰 (Make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 4,919 34.7 

권한없음 (No Influence) 2,171 15.3 15.3 

합 계 14,179 100.0 100.0 

• 참관객 관심분야 (중복선택) 

부 문 비 율(%) 

영상의학 및 진단, 진찰용기기 12.8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12.5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11.5 

의료정보시스템, IT 의료기술융합기기  11.1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8.4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8.1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7.4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5.6 

일반치료 관련기기  4.6 

임상 및 검사용 기기  3.7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3.4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2.7 

피부, 미용 관련기기  2.3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1.8 

의료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1.7 

단체-국가관/병원/기관/협회  0.9 

기타  1.5 

합 계 100.0 

• 참관객 참관목적 (중복선택) 

구 분 비 율(%) 

정보수집 33.1 

시장조사 24.7 

구매상담 16.6 

세미나 등 부대행사 참석 12.1 

수출입알선 3.9 

일반 관람 2.9 

기타 6.7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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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업체 현황  

• 품목별 현황 

품목 참가사 품목 참가사 

영상의학 및 진찰 · 진단용기기 15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5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12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11 

임상, 검사용 기기 4 일반치료 관련기기 3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7 피부, 미용 관련기기 3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23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1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17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2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12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3 

병원, 기관, 단체 6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8 

16개 품목 총 132개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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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장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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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막식 및 오찬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8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8) 

개막식 및 오찬 (참가업체/초청 해외바이어/VIP 초청) 

• 일  시 : 2018년 8월 8일 12:00~13:00  

• 장  소 : 코엑스 3층 E홀 

• 주  최 : 대한병원협회, ㈜이상엠앤씨 

• 내  용 : 전시회 참가/참관 환영  

 

2)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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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석자 현황 

 

□ 내빈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 

2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3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보건복지위원 

4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 

5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6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7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8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9 한원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10 이원철 대한의학회 부회장 

11 이상석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12 MA/XIAO PENG 심천아동병원 원장 

13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14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15 안인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장 

16 최승은 한독 전무 

 

□ 대한병원협회 임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회장 

2 정인화 정병원장 상임고문 

3 함  웅 계요병원장 상임고문 

4 김동익 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상임고문 

5 권영욱 천안충무병원 회장 상임고문 

6 김권배 계명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계명대동산의료원장 상임고문 

7 안병문 성민병원 의료원장 상임고문 

8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상임고문 

9 김갑식 동신병원장 부회장 

10 민응기 강남차병원장 부회장(보험) 

11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 부회장 

12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부회장 

13 정영진 강남병원장 부회장 

14 정영호 좋은꿈 한림병원장 부회장 

15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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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경헌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경영위원장 

17 김영모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무위원장 

18 서진수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장 보험위원장 

19 한승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 수련교육위원장 

20 김홍주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장 병원평가위원장 

21 김기택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 재무위원장 

22 조한호 오산한국병원장 사업위원장 

23 김진호 홍성의료원장 노사협력위원장 

24 안종성 국군의무사령관 기획 부위원장 

25 박종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정책 부위원장 

26 박현수 한일병원장 경영 부위원장 

27 김건식 경희대학교병원장 의무 부위원장 

28 김상일 H+양지병원장 보험 부위원장 

29 허  준 명지성모병원 의무원장 재무 부위원장 

30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학술 부위원장 

31 김민기 서울의료원장 사업 부위원장 

32 김선태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이사장 대외협력 부위원장 

33 김병관 혜민병원장 미래정책 부위원장 

34 권순용 가톨릭대학교성바오로병원장 경영이사 

35 이정열 중앙보훈병원장 수련평가이사 

36 이영희 원주연세의료원장 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윤리이사 

37 오승준 새하늘병원장 총무이사 

38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병원정보관리이사 

39 이필순 온누리요양병원 이사장 대외협력이사 

40 성원섭 서울적십자병원장 미래정책이사 

41 최두영 원광대학교병원장 노사협력이사 

42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상임이사 

43 배학연 조선대병원장 상임이사 

44 권오춘 대구가톨릭대병원장 상임이사 

45 박경환 대동병원장 부산시병원회장 

46 김태년 영남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구.경북병원회장 

47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전라북도병원회장 

48 이삼용 전남대학교병원장 광주전남병원회장 

49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사무총장 

50 조용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 이사 

51 최병민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 이사 

52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이사 

53 주승재 제주대학교병원장 이사 

54 박형빈 창원경상대학교병원장 이사 

55 나득영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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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임원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임배만 에이치엠앤컴퍼니 대표 회장 

2 신병순 (주)케이엠헬스케어 회장 명예회장 

3 송인금 ㈜인성메디칼 회장 고문 

4 노용갑 JW메디칼㈜ 수석 부회장 

5 이동일 대한약품공업 사장 부회장 

6 오연호 ㈜한림의료기 대표이사 부회장 

7 장세훈 조선기기㈜ 대표이사 부회장 

8 권용기 조선기기㈜ 사장 부회장 

9 윤근진 ㈜지엠에스 회장 부회장 

10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감사 

 

□ 수상자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함  웅 계요병원 병원장 

2 백승호 인천백병원 이사장 

3 강석우 서울적십자병원 공공의료사업팀장 

4 서태관 한림병원 진료과장 

5 윤미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팀장 

6 신삼철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행정부원장 

7 김택수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총무팀장 

8 박용순 강남병원 부장 

9 유명희 전북대학교병원 교육지원팀장 

 

□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및 前 회장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2 유태전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3 김철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4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5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前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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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방문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MA/DONG 대동탄광그룹유한책임회사총병원 주임교수 

2 XU/YAN MEI 자장현인민병원 원장 

3 MA/CONG GEN 림이하동구인민병원 원장 

4 HONG/YI MIN 덕제병원 주임교수 

5 JIANG/LI QUN 개원골과병원 주임교수 

6 LI/HUAN TING 청도대학부속병원 원장 

7 WANG/SHAO HUA 심천시복전구부유보건원 주임교수 

8 FENG/SHANG KE 백색시인민병원 원장 

9 XIAO/QING HUA 남강구제일인민병원 원장 

10 ZHANG/JIAN 감주시부유보건원 주임교수 

11 CHEN/CAI JUN 봉계현인민병원 주임교수 

12 WANG/GUO FANG 항주시소산구임포진사구위생복무중심 원장 

13 ZHAO/CHENG SONG 북경아동병원 주임교수 

14 YANG/HUA YUAN 중일병원 주임교수 

15 CUI/XIA 북경중의약대학부속제3병원 주임교수 

16 HUANG/CHUN YANG 북경우안병원 주임교수 

17 LIU/LONG FA 남영시포구병원 주임교수 

18 LIU/HONG 북경경도아동병원 주임교수 

19 CHEN/QIAN 항천중심병원(원721병원) 주임교수 

20 HU/HAO 협회 주임 

21 CAO/YANG 북경한미약품 팀장 

22 ZHU/HONG TING 북경한미약품 팀장 

23 SUN/YU JUAN 북경한미약품 팀장 

24 LIU/CHENG CHENG 북경한미약품 상무 

25 ZHOU/RUI XIA 북경한미약품 통역 

26 JANG/HO WON 북경한미약품 부사장 

27 REN/ HAI LONG 북경한미약품 사장 

28 PARK/JISUNG 씨안캉(여행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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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대표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프란시스 반 패리스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2 안미림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차장 

3 이명균 지멘스 헬시니어스 대표 

4 박영근 지멘스 헬시니어스 상무 

5 주창언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대표이사 

6 김병장 메가메디칼 대표이사 

7 이광식 리노셈 대표이사 

8 이준혁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사장&대표이사 

9 송준호 인성메디칼 대표이사 

10 김충호 케이엠헬스케어 사장 

11 김영준 필립스코리아 부사장 

12 함태인 동아에스티 상무 

13 최원석 삼성메디슨 본부장 

14 이창걸 삼성메디슨 차장 

15 김성현 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 

16 임종범 현메디칼 대표이사 

17 최득남 홍익메디칼시스템즈 대표이사 

18 Chia-Yueh Tang AHP(Allied Healthcare Products Inc) Regional Sales Manager-Asia Pacific 

19 안동훈 CS ENG 대표이사 

20 박기성 골든와이즈닥터스 대표이사 

21 이주찬 굿모닝아이텍 대표이사 

22 박진병 대연메디칼 대표 

23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이사 

24 조용현 라인웍스 대표이사 

25 장민홍 루닛 공동창업자, 이사 

26 정광욱 맨엔텔 대표이사 

27 윤희승 맨엔텔 국내영업총괄이사 

28 이승묵 메디칼스탠다드 대표이사 

29 김종섭 명세씨엠케이 대표이사 

30 이예하 뷰노 대표이사 

31 김범호 비온디 대표이사 

32 박기주 비온디 상무 

33 전성철 세이브 대표이사 

34 강일식 아이티아이테크놀로지 대표 

35 이종우 에이스메디칼 대표이사 

36 노태린 위아카이 대표이사 

37 채재익 인터오션 대표이사 

38 김동민 제이엘케이인스펙션 CTO 

39 오재순 청우씨엔티 대표 

40 박현숙 클라리파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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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충교 플래니트 대표 

42 정희두 헬스브리즈 대표이사 

43 안영철 메디코리아 이사 

44 안영준 제이씨원 이사 

45 김근호 굿티브이 이사 

46 권낙희 나일소프트 이사 

47 석원현 상아프론테크 부장 

48 양승일 크레템 차장 

49 김희란 엘스비어 Health Solution 과장 

 

□ 초청자 

연번 성 명 소 속 직책 

1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2 박성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3 권오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4 전준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5 이준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팀장 

6 윤경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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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프로그램 

□ 일    시 : 2018. 8.8(수)~10(금) 

□ 장    소 : COEX E홀 및 D홀 內 세미나실(제1~2), 300호, 307호, 317호 

□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8.8(수) 10:00~11:00 

병원마케팅, 

이제는 YouTube다!  

주관: 구글코리아 

연자: Google Korea 송주

한 

1. 비디오 시대와 유튜브 

 - 비디오 시대와 비디오 세대  

 -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

간, 유튜브  

 

2. 최신 유튜브 트랜드 

 - 먹히는 비디오와 먹어주는 비디오 

 - 유튜브를 활용한 고객과의 소통 

 - 통하는 비디오 제작 가이드   

 

3. 유튜브를 활용한 병원 마케팅 

 - 똑똑해진 소비자 

 - 너와 나의 연결고리, 고객을 찾아서 

 - 구글, 유튜브를 통한 해외 고객 만나기  

 - 마케팅 도구로써의 구글 

D홀 

제2세미나실 

8.8(수) 11:00~12:20 

병원인을 위한 지혜로운 

자산관리 - 부동산 투자

전략 및 절세 전략  

주관: KB금융그룹 

• 부동산시장 어디로 가나: 트렌드와 전략 

박원갑 수석전문위원 

 

• 합리적 자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상속증여 

절세전략 

원종훈 수석전문위원 

D홀 

제2세미나실 

8.8(수) 13:30~15:00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 

주관: GE헬스케어코리아 

•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병원 경영 리더십 

장광희 GE Healthcare 상무 

정은정 GE 교육담당 이사  

D홀 

제2세미나실 

8.8(수) 14:30~16:30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디

지털 헬스케어 혁명  

주관 : 엘스비어코리아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의학데이터베이스, 임상진단지원솔루션) 

Part 1 – Mathew Williams, 아태지역 헬스 비즈

니스 총괄 

E3~4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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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 Lis Herbert, 임상 정보 연구 담당 

8.9(목) 14:00~16:00 

개원, 병원의 색다른 창

업  

- 유럽 휴양의학 -  

주관: 고려대학교의과대

학           

휴양치유산업연구단 

• 개원, 병원의 새로운 운영방안 - 유럽 휴양의

학이란? 이성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교수 

 

• 유럽 휴양의학 운영사례 소개  

이민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 교수 

 

• 휴양의학 한국적 운영방안 

300호 

8.10(금) 10:30~12:00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인수합병) 왜 필요

한가 

주관: 메디칼타임즈&시

도병원협의회·대한의료법

인연합회·경기도병원회 

• 주제발표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LK파트너

스) 

 

• 좌장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동군산병원 이사장) 

 

• 토론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현정희 건강세상 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 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300호 

8.10(금) 10:10~12:00 

국내외 멸균-감염관리 이

슈 

주관: 리노셈 

• 한국의 감염 및 멸균관련 이슈 

서용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교육이사 

 

• Current Topics in Japan – Infection Control 

Perspective  

Sakura Seiki Co., Ltd / President / Ryuichiro 

Azuma 

 

•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멸균기  

: 美FDA에서 요구하는 멸균기의 멸균보증방법 

민승기 주식회사 리노셈 전무이사  

D홀 

제2세미나실 

8.10(금) 10:00~12:00 

2018년 의료분쟁조정중

재 세미나  

주관: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 감정관점에서 본 의료기관 시스템  

홍윤식 상임감정위원 

 

• 의료분쟁 - 조정이란 무엇인가? 

이동학 상임조정위원 

E3~4홀 

8.10(금) 10:00~12:00 

환자안전과 의료 질 

주관: 의료기관평가인증

원 

•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의 변화 

황인선 정책개발실 팀장 

 

• 한국의 환자안전문화 측정 

E1~2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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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랑 연구개발실 연구원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과 환자안전정보의 

환류 

이한슬기 환자안전본부 연구원 

8.10(금) 13:30~15:00 

"모바일트렌드에 따른 의

료시장의 변화: 서비스부

터 마케팅까지" 

주관: 굿닥 

1. 모바일 그리고 의료마케팅 

- 모바일 시대와 모바일 의료마케팅 

- 적절한 매체선정의 중요성 

- 소비자 중심의 컨텐츠 

- 최고의 파트너 찾기 

 

2. 모바일을 통한 환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서비스로써 모바일의 잠재력 

- 병원 진료 환경의 변화 

- 환자관리채널로써의 모바일 

- 모바일 의료서비스의 가능성 

D홀 

제2세미나실 

8.10(금) 15:30~16:30 

2018년 제3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설명회 

주관: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2018년 제3회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설명회  

이수연 글로벌헬스케어교육부 주임 

D홀 

제2세미나실 

 

□ [중국병원협회] 한·중 병원 산업 및 학술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09:30~10:40 병원경영과 관리 E7홀 

 

□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13:30~16:00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회 E7홀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16:00~18:00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사회 E7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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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형 인공지능 정밀의료의 시작!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14:00～14:05 
개회사 

유해영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300호 

14:05～14:10 
환영사 

대한병원협회 

14:10～14:30 
(기조강연) 디지털헬스케어 메가트렌드 

이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좌장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연구원장) 

14:30～15:00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의료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15:00～15:30 
의료용 인공지능 표준화 

안선주 성균관대학교 교수 

15:30～16:00 
AI와 정밀의료의 만남, 닥터앤서(Dr. Answer) 

김영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교수 

16:00～16:30 
4차산업혁명과 헬스케어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6:30～17:00 
EHR 데이터 딥러닝과 의료 SW 서비스 개발 

조용현 (주)라인웍스 대표 

17:00～17:30 패널토의  

 

□ [병원간호사회] 간호와 법 세미나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13:00 등 록 

317호 

13:30 개 회 

13:30~15:10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신성준 (동국대의대 신장내과 교수) 

15:20~16:40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의 현재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 

16:40~17:00 질의 및 응답 

17: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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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정보협회] 2018년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의료정보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E5~6홀 

0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인사말 

경우호 병원정보보안협의회 회장 

Session 1 

10:10~10:30 
Keynote: 의료영상정보와 개인영상정보보호법(안) 

강달천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 

10:30~10:50 
머신러닝 기반의 사이버 면역 시스템 

윤용관 다크트레이스 수석 

10:50~11:10 
EMR을 활용한 환자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이기춘 서울아산병원 

11:10~11:30 
의료기기 보안위협으로부터 안전한가? 

김기태 건국대학교병원 팀장 

11:30~11:50 
옴니채널 고객 지원 시스템 

이현아 굿모닝아이텍 상무 

11:50~12:10 
ISMS 개발보안 - 시큐어 코딩을 위한 Sonaqube의 활용 

이제관 건국대학교병원 기술사 

12:10~12:20 질의 응답 

12:20~13:2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13:20~14:20 부스 투어 

Session 2 

14:20~14:40 
병원의 보안현황과 보안경영 계획 

박종환 삼성서울병원 팀장 

14:40~15:00 
최신 네트워크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방안 

황재훈 안랩 차장 

15:00~15:20 

네트워크, 이메일, 엔드포인트 백신 전방위 보안 솔루션 연동을 통

한 신종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대응 

윤명익 한국트렌드마이크로 부장 

15:20~15:40 
Expert: 헬스케어 블록체인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교수 

15:40~16:00 
보안성 강화를 위한 망분리 및 보안솔루션 

권용욱 타임게이트 과장 

16:00~16:20 
의료기관 망분리 사례 

이동역 국립암센터 파트장 

16:20~16:40 질의 응답 

16:40~16:50 경품 추첨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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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17:30~19:00 참가자 네트워킹 파티 

8.9(목)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의 융합 

0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인사말 

한기태 대한병원정보협회 회장 

Session 1 

10:10~10:30 
Keynote: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진행 현황 

이상헌 고려대학교병원 단장 

10:30~10:50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M-Care - 클라우드 서비스 진화 

권기욱 레몬헬스케어 전무 

10:50~11:10 
물품재료 사용용도별 TFT 

조재현 창원경상대병원 파트장 

11:10~11:30 
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 기반의 의료정보시스템 기반의 고도화 전환 사례 

이제관 건국대학교병원 기술사 

11:30~11:50 
Hybrid Cloud를 위한 HPE GreenLake 솔루션 

장정희 한국휴렛팩커드(시스팩) 상무 

11:50~12:10 

Expert: Biomedical Informatics Research and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Utah 

이영희 University of Utah 교수 

12:10~12:20 질의 응답 

12:20~13:2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13:20~14:20 부스 투어 

Session 2 

14:20~14:40 
Expert: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도입 방향 

김종덕 보건복지부 사무관 

14:40~15:00 
CDW기반 의료데이터 분석 소개 

이원동 소프트센 부장 

15:00~15:20 
공통 데이터 모델 소개 및 실제 연구 사례 발표 

유승찬 아주대학교 MD 

15:20~15:40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된 의료용 민원발급 서비스 

김영후 아이서티 대표 

15:40~16:00 
헬스케어 클라우드 적용 시 고려사항 

최종수 삼성서울병원 팀장 

16:00~16:20 
Expert: 병원정보시스템의 미래 - Population Health Management 

정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16:20~16:40 질의 응답 

16:40~16:50 경품 추첨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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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병원건축포럼 '미래의 병원건축과 안전'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8(수)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D홀 제1세미나실 

Session 1. 미래 병원건축의 방향 

10:10~10:40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방향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10:40~11:10 
의료기관 시설기준의 국내외 현황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11:10~11:40 
인공지능은 의료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최윤섭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11:40~11:50 종합 질의 및 일정 안내 

11:50~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Session 2. 의료시설과 안전 

13:30~14:00 
공공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공공병원의 미래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14:00~14:30 
의료기관 건축시 감염예방과 관리 

한수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 

14:30~15:00 
뼈아픈 반성 위에 다져진 더 안전한 병원구현을 위한 노력(California) 

최종철 WSP Korea 대표이사 

15:00~15:10 종합 질의 

15:10~15:30 Break time 

Session 3. 병원의 유지관리 

15:30~16:00 
재난대비를 고려한 병원의 안전계획 

허은영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헬스케어설계본부 본부장/전무 

16:00~16:30 
준공 몇 년후의 병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준공 당시와 현지시점 비교) 

김장경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조사위원 

16:30~17:00 
병원설비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안정성 

연창근 ㈜한일엠이씨 사장 

17:00~17:10 종합 질의 및 폐회 

8.9(목) 

10:00~10:10 개회 및 인사말 

Session 4. 병원의 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10:10~10:40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사례를 통해서 본 병원 디자인 프로세스 

박찬식 ㈜스페이스디비엠 대표이사 

10:40~11: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병동부 시설환경 변화 

김명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시설관리팀 시설차장 

11:10~11:40 
병원의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 

이태상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11:40~11:50 종합 질의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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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중소병원협회] 인사노무세미나 “열 받는 근로기준법·숨 막히는 세법 솔루션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3:00~16:00 

• 의료기관이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 Check Point 

박진호 공인노무사, 법학 박사 

 

• 병원세무조사 전 예방방법 및 병원 세무조사 대응법 등 

이장원 세무사 

E1~2홀 

 

□ [대한중소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에 따른 병원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6:00~18:00 

주제발표 김윤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양문술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좌장 정영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토론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  

       서인석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이사 

E1~2홀 

 

□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이사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8:00~20:00 대한중소병원협회 제12대 2차 정기이사회 E1~2홀 

 

□ [대한의공협회]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보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 09:30 등 록 

E3~4홀 

09:30~09:40 개회사 

09:40~10:20 
의료기기 안전과 보안 

한근희 교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 

10:20~11:00 
의료기기 보안의 법률적 이슈 

최재혁 변호사 삼성의료원 준법경영실장 

11:00~11:40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국제규격 동향 및 시험평가 

박호준 센터장 KTL 의료기기연구센터 

11:40~12:00 업체설명회 

12:00~12:30 전시장 라운딩 

 

□ [대한의무기록협회] 2018년 의무기록관리 실무자 워크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09:00~09:30 등 록 307호 



 

21 

09:30~11:30 
신포괄수가제에서의 의무기록 관리 실무 

이경희 서울의료원 의무기록팀 팀장 

11:30~12:30 점심식사 및 전시장 관람 

12:30~14:30 
신포괄수가제 진단 코딩관련 의료진과의 소통 

신동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의무기록팀 팀장 

14:30~14:50 커피브레이크 

14:50~16:50 
신포괄수가제 진단 청구 과정 

박명숙 서울적십자병원 의무기록실 실장 

16:50~17:50 
신포괄수가제 진단 코딩 실무 

허은굉 서울의료원 의무기록팀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정책간담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1:00~13:00 정책간담회 E8홀 

 

□ [대한영양사협회]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3:30~14:00 등록 

E3~4홀 

14:00~14:30 
개회식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14:30~15:20 

<특강>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정연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15:20~15:30 Coffee Break 

15:30~17:10 

<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QI 활동사례 (1명) 

우수상 QI 활동사례 (4명) 

17:10 폐회식 

 

□ [대한병원시설관리자협회] 제2차 정기총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3:00~13:40 등록 및 접수 

D홀 제1세미나실 

13:40~14:00 인사말 

14:00~14:50 업체 설명회 

14:50~15:00 Coffee Break 

15:00~16:00 전시장 라운딩 및 비즈니스 상담 (병원 vs 업체 1:1 미팅) 

16:00~16:30 제2차 정기총회 (협회 추진 계획안 보고) 

16:30~17:30 전시장 관람 

17:30~19:30 참가자 네트워킹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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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2018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Forum 및 제3차 정기총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9(목) 

10:00~10:20 접수 및 등록 

D홀 제2세미나실 

10:20~11:00 
특강1. 교양강좌 ‘구매 및 물류(술··)’ 

강성규 아산사회복지재단 구매팀 UM 

11:00~11:10 Coffee Break 

11:10~11:50 
특강2. '국내 의료기기 산업 현황' 

송택순 한영의료재단 삼성요양병원 행정부원장 

11:50~12:10 업체 소개  

12:10~12:30 업체 소개 

12:30~13:00 중식 

13:00~14:00 
특강3. ‘리더십 관련 특강’ 

김종혁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 

14:00~14:10 Coffee Break 

14:10~15:10 
특강4. 신포괄수가제 관련 특강' 

공진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장 

15:10~15:30 업체 소개 

15:30~15:40 Coffee Break 

15:40~16:30 제3차 전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정기총회 

16:30~17:30 전시장 투어 

17:30~ 친선교류 

 

□ [한국QI간호사회] 의료기관 인증평가관련 환자안전 Code사례 및 Risk Management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10(금) 

09:30~10:00 등록 

D홀 제1세미나실 

10:00~10:10 인사말 

10:10~11:00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질평가 최신동향 

김효선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PI팀 팀장 

11:00~11:10 휴식 

11:10~12:00 
의료기관 인증과 Risk management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팀장 

12:00~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14:30 
환자안전과 Risk management 인증사례 

이정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술실 수간호사 

14:30~15:00 
환자안전과 인증사례 

정명숙 아주대학교병원 적정진료관리실 팀장 

15:00~16:00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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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협회] 데이터 병원경영 연수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10(금) 

09:30~10:00 등록 

E6홀 

10:00~10:30 
계량적 의사결정방법 소개 

정성출 갈렙 ABC 대표 

10:30~12:00 
포괄수가제하의 원가관리 - ABC, PAT 

정성출 갈렙 ABC 대표 

12:00~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3:30~14:30 
장비투자 의사결정 - 시계열분석, NPV, AHP 

김태익 갈렙 ABC 이사 

14:40~15:40 
전문의 성과보상제도 설계 - 군집분석, 회귀분석 

김태익 갈렙 ABC 이사 

16:00~17:30 
병원자원과 생산성분석 - 가동률, RM, DEA 

김태익 갈렙 ABC 이사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2018년 임시총회 및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10(금) 

11:30~13:00 2018년 임시총회 

E5홀 

13:00~14:00 등록 및 K-Hospital Fair 전시장 라운딩(병원장/이사장) 

14:00~14:30 개회식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1부 <3기 전문병원 정책방향> 

14:30~15:00 
전문병원 운영방향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15:00~15:30 
의료질평가 추진계획 

이기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장 

15:30~15:50 휴식 및 전시장 관람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2부 < 전문병원인을 위한 교양강의 > 

15:50~16:20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의료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정보전략실 교수 

16:20~17:10 
미술과 의학의 관계  

조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 박사 

 17:10~17:30 세미나 종료 및 경품 추첨 

  



 

24 

□ [데일리메디] 2018 병원 홍보 및 마케팅 포럼 -위기관리 병원홍보 전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10(금) 

13:00~13:20 등록 

E3~4홀 

13:20~13:40 

개회사 

안순범 데일리메디 대표 

격려사 

장성구 대한의학회 회장 

조홍석 한국병원홍보협회 회장 

Session 1 

13:50~14:20 
의료 이슈로 본 위기 대처와 홍보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의사 

14:20~14:50 
병원홍보, 그리고 명의 제작 방향 

김병수 EBS 前 제작본부장/명의 CP 

14:50~15:20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디지털 홍보 

최유환 인터엠디 컴퍼니 대표/네이버 라인 태국사총괄 

15:20~15:40 Break time 

Session 2 

15:40~16:10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홍보전략 

송문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실장 

16:10~17:00 [긴급진단] 대한민국 병원홍보 

 

□ [HM&COMPANY]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른 병원의 혁신경영세미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이렇게 하세요』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10(금) 

13:30~14:00 접수 및 등록 

E1~2홀 

14:00~15: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응 및 효율적 인력관리방안 

임배만 HM&C 대표 

15:00~15:30 
병원의료서비스 중증도 제고방안 (CP개발의 효과를 중심으로) 

조영희 HM&C 이사 

15:30~15:40 Coffee Break 

15:40~ 16:10 
환자경험증진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유운형 디자인케어 대표 

16:10~ 16:40 
병원의 사업다각화 방안 

정병헌 웰마커바이오 사장 

16:40~ 17:20 
병원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상 구현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17:20~17:4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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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사 주요사진 

 
박람회 전시장 전경 대한병원협회장 개회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한독 학술·경영 대상 시상 

 
중국병원협회 병원장 및 관계자 방문 최신 의료기기를 둘러보는 해외 바이어 

 
의료 인공지능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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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및 세미나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가업체 부스 방문 

 
참가업체 부스 방문 병원 및 참가업체 네트워킹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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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부스 체험 및 상담 

 
한·중 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박람회 참석 내빈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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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론보도 현황 

1) 보도현황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1 메디칼타임즈 2018.08.13 ‘K-HOSPITAL FAIR 2018’ 3일간의 기록 

2 아주경제 2018.08.10 일본, 인공지능-병원 결합 적극 도입…한국과 대조적 

3 청년의사 2018.08.09 ‘K-HOSPITAL FAIR 2018’ 개막…병원계 이슈 한 자리에 

4 메디파나뉴스 2018.08.09 한국형 인공지능 '닥터 앤서' 공개‥"이제 첫걸음" 

5 보안뉴스 2018.08.08 “병원, 로그분석 등 모니터링과 의료기기 보안대책 세워야” 

6 이투데이 2018.08.08 [포토]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의료재활로봇 '눈길' 

7 아주경제 2018.08.08 “인공지능 정밀의료 등 의료계 최신 트렌드와 솔루션이 한자리에 

8 조선비즈 2018.08.08 병원·의료기기 박람회 개막…기업들 최신 의료기기 선보여 

9 매일경제 2018.08.08 AI, 환자안전, 병원홍보 등 병원의료계 이슈 한 자리에 

10 이투데이 2018.08.08 [포토]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아기를 안전하게 

11 매일경제 2018.08.08 2018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 

12 이투데이 2018.08.08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시선집중 

13 브릿지경제 2018.08.08 "새로운 의료기술 보러 왔어요"…제 5회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막 

14 뉴시스 2018.08.08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 

15 세계일보 2018.08.08 코엑스서 의료기기산업박람회 

16 전자신문 2018.08.08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17 연합뉴스 2018.08.08 중국 의사들도 단체 참관하는 의료박람회 

18 한국경제 2018.08.08 멸균기·이동식 보육기 등 첨단 의료기기 공개 

19 SBS CNBC 2018.08.08 “색깔 초음파로 암 잡는다”…첨단 의료기기 한자리에 

20 데일리메디 2018.08.08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8일 성대한 개막 

21 데일리팜 2018.08.08 세계 병원의료산업 한자리에…국제박람회 개최 

22 메디소비자뉴스 2018.08.08 '국제보건의료산업 박람회' 개막… "병원 선진화 앞장" 

23 국민일보 2018.08.06 대한병원협회, 8일 ‘2018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개막 

24 메디파나뉴스 2018.07.31 의료계 눈과 귀는 지금?‥인공지능 '닥터 AI' 

25 의학신문 2018.07.25 병협, K-HOSPITAL FAIR 2018 개최 

26 메디컴 2018.07.25 환자안전, 인공지능, 병원홍보 등 2018년 병원의료계 이슈 한 자리에 

27 매일경제 2018.07.25 2018년 병원의료계 이슈 한자리서 해법 찾는다 

28 병원신문 2018.07.25 환자안전 인공지능 등 병원계 이슈 한자리에 

29 데일리메디 2018.07.21 2018년 병원계 ‘핫이슈’ 이 곳을 주목하라! 

30 메디칼타임즈 2018.07.20 ‘환자안전부터 인공지능까지’ 병원계 이슈 총망라 

31 보안뉴스 2018.07.19 대한병원정보협회 한기태 회장 “의료기관 특성 고려한 보안 필요” 



 

29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32 청년의사 2018.07.16 중재원, '2018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 

33 청년의사 2018.07.13 병원계 최신 이슈가 한 자리에…‘K-HOSPITAL FAIR 2018’ 주목 

34 청년의사 2018.07.13 감염·화재·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건축비법이 있다? 

35 메디칼타임즈 2018.07.12 병원계 숙제 ‘감염·화재’ 병원 건축에서 답을 찾다 

36 메디칼타임즈 2018.07.11 병원과 의료산업의 만남 ‘K-HOSPITAL FAIR 2018’ 

37 메디칼타임즈 2018.07.09 병원 감염관리 의료소모품 토털 솔루션 제안 

38 메디칼타임즈 2018.07.09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방안 제시 

39 미래한국 2018.03.12 K-Hospital Fair 병원계 최대 행사 8월 개최 

40 공감신문 2018.03.11 2018 K-Hospital Fair, 병원의료 유관기관 및 단체 학술행사 동시 개최 

41 시선뉴스 2018.03.10 K-Hospital Fair, 8월 코엑스에서 5개 특별전과 다양한 컨퍼런스 진행 예정 

42 한국경제TV 2018.03.09 2018 K-Hospital Fair 국내외 업체 대거 참여 예정 

43 이투뉴스 2018.03.08 K-Hospital Fair 2018, 의료 부문 중요 B2B행사 8월 개최 

44 국민일보 2018.03.07 바이어가 믿고 찾는 KHF 2018, 8월 8일 개최 

45 서울경제 2018.03.06 바이어가 믿고 찾는 KH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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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사 스크랩 

1. 매일경제(2018.8.8) 

 

2. 이투데이(2018.8.8) 

 

3. 브릿지경제(2018.8.8) 

 

4. 뉴시스(2018.8.8) 

 

5. 세계일보(2018.8.8) 

 

6. 전자신문(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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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주경제(2018.8.10) 

 

8. 연합뉴스(2018.8.8) 

 

9. 한국경제(2018.8.8) 

 

10. SBS CNBC(2018.8.8) 

 

11. 국민일보(2018.8.6) 

 

12. 매일경제(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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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디칼타임즈(2018.8.13) 

 

14. 청년의사(2018.8.9) 

 

15. 데일리메디(2018.8.8) 

 

16. 메디파나뉴스(2018.8.9) 

 

17. 데일리팜(2018.8.8) 

 

18. 메디소비자뉴스(201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