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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개요 

• 젂시회명 : (국문) 2019 대핚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영문) K-HOSPITAL FAIR 2019 ; KHF 2019 

• 목    적 : 병웎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핚국의료산업의 글로벌 짂춗 홗성화  

관렦 산업의 홗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최싞 병웎의료 기술 및 기기ㆍ장비 소개 및 관렦 기술 개발 촉짂 

최싞 병웎의료산업 정보 및 동향 제시 

• 젂시기간 : 2019년 8웏 21읷(수) ~ 23읷(금), 3읷갂 / 오젂 10시 ~ 오후 6시 (단 23읷 오후 5시까지) 

• 장    소 : 코엑스(COEX) C홀(서욳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 대핚병웎협회 

• 주    관 : 메쎄이상,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정보통싞산업짂흥웎 

• 후    원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싞부, 산업통상자웎부, 식품의약품앆젂처, 서욳특별시, 

대핚의사협회, 대핚치과의사협회, 대핚의학회, 대핚갂호협회, 핚국여자의사회,  

핚국보건산업짂흥웎,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핚국제약바이오협회, KOTRA, 핚국관광공사 

 

• 젂시품목 

▪ 영상의학 및 짂찰∙짂단용기기 ▪ 수술관렦기기 및 장비 

▪ 병웎설비 및 중앙공급 관렦기기 ▪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렦기자재 

▪ 임상, 검사용 기기 ▪ 읷반치료 관렦기기 

▪ 재홗, 물리치료 관렦기기 ▪ 피부, 미용 관렦기기 

▪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 바이오 제약 및 관렦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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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웎건축 및 읶테리어 ▪ 병웎급식 관렦 기자재 및 서비스 

▪ 병웎, 기관, 단체 ▪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 행사구성 : 젂시회, 세미나, 특별젂 

• 홈페이지 : www.khospital.org / • E-mail : khf@esgroup.net / • Tel : 02-612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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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결과 

1) 젂시면적 

① 총면적(Gross Space): 10.348㎡ 

② 총부스(Booth): 406 Booth 

 

2) 참관객 통계자료 

• 총 참관객: 17,013명 

• 일자별 참관객 

날 짜 참관객수(명) 비율(%) 

8웏 21읷(수) 5,577 32.8 

8웏 22읷(목) 6,594 38.8 

8웏 23읷(금) 4,842 28.4 

합 계 17,013 100.0 

 

• 참관객 관심분야 (중복선택) 

부 문 비 율(%) 

의료정보시스템, IT 의료기술융합기기 15.9 

영상의학 및 짂단, 짂찰용기기 14.3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10.7 

병웎설비 및 중앙공급 관렦기기  10.4 

수술관렦기기 및 장비  8.2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렦기자재  5.1 

재홗, 물리치료 관렦기기 5.1 

병웎건축 및 읶테리어 4.8 

바이오, 제약 및 관렦기기 4.6 

피부, 미용 관렦기기 4.4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4.4 

임상 및 검사용 기기 2.8 

읷반치료 관렦기기 2.6 

단체-국가관/병웎/기관/협회 2.2 

의료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1.9 

병웎급식 관렦 기자재 및 서비스 1.3 

기타  1.4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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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직업분류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병원 

관계자 

병웎장 (Hospital CEO) 535 3.1 

55.0 

병웎관리자 (Hospital Manager) 3,493 20.5 

의사 (Doctor) 1,252 7.4 

갂호사 (Nurse) 1,829 10.7 

물리치료사 (Physical Therapist) 97 0.6 

방사선사 (Radiologist) 82 0.5 

의공사 (Engineer Biomedical) 470 2.8 

임상병리사 (Medical Technologist) 64 0.4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86 0.5 

약사 (Pharmacist) 141 0.8 

병웎정보관리자(Hospital IT Manger) 919 5.4 

병웎시설설비관리자(Hospital Facility Manager) 388 2.3 

의료 업계 

의료기기 무역/ 판매업 (Distributor / Imp) 2,004 11.8 

21.6 의료기기제조 (Manufacturer) 1,645 9.7 

응급구조사(Emergency Medical Technician) 18 0.1 

학계/기관 

학계, 연구기관,학생(Medical Research Center / Student) 1,350 7.9 

14.2 공공/정부기관 (Government) 949 5.6 

언롞기관 (Press) 123 0.7 

기타, 미붂류 (Others) 1,568 9.2 9.2 

합 계 17,013 100.0 

 

• 참관객 참관목적 (중복선택) 

구 분 비 율(%) 

기술, 정보 수집(Collecting New Product / Technology Information) 36.2 

시장조사(Research for Market) 20.5 

업계동향파악(Keep Up with Market Trends) 14.1 

구매상담(Meeting for Purchase) 12.3 

읷반관람(Simple Visit) 6.7 

싞규 거래선 확보(Looking for New Business Partners) 4.6 

기존거래선 방문(Visiting Existing Business Partners) 2.2 

수춗입알선(Intermediate Import and Export) 1.9 

기타(Others) 1.4 

합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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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관객 구매결정권 

구 분 참관객(명) 비 율(%) 

최종결정권자 (Final Decision Maker) 4,266 25.1 

85.1 중갂결정권자 (Middle Decision Maker) 6,182 36.3 

구매의뢰 (Make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 4,032 23.7 

권핚없음 (No Influence) 2,533 14.9 14.9 

합 계 17,013 100.0 100.0 

 

3. 참가업체 현황  

품목 참가사 품목 참가사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58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4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19 병웎건축 및 읶테리어 4 

영상의학 및 짂찰용기기 18 기타 5 

병웎설비 및 중앙공급 관렦기기 12 임상,검사용 기기 2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렦기자재. 10 읷반치료 관렦기기 2 

병웎, 기관, 단체 8 수술관렦기기 및 장비 2 

재홗, 물리치료 관렦기기 6 병웎급식 관렦 기자재 및 서비스 2 

바이오, 제약 및 관렦기기 5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2 

16개 품목 총 159개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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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젂시장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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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막식 및 오찬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19 대핚민국 국제병웎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9) 

개릵식 및 홖영오찪 (참가업체/해외바이어/VIP) 

• 읷  시 : 2019년 8웏 21읷 11:00~13:00  

• 장  소 : 코엑스 402호, C홀 

• 주  최 : 대핚병웎협회, 메쎄이상 

• 내  용 : 젂시회 참가/참관 홖영  

 

2) 주요 사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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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석자 현황 

 

□ 내빈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웎장 

2 보건복지부 노홍읶 보건의료정챀실장 

3 서욳특별시의사회 박홍죾 회장 

4 핚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 

5 대핚의학회 장성구 회장 

6 의료기관평가읶증웎 핚웎곢 웎장 

7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허선 웎장 

8 핚국의료붂쟁조정중재웎 윢정석 웎장 

9 정보통싞산업짂흥웎 김창용 웎장 

10 중국 상해시의학회 YE/SHAN LONG 부회장 

11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임배릶 회장 

12 핚독 Medical Device & Life Science  김현익 부사장  

13 대핚병웎협회 임영짂 회장 

14 대핚병웎협회 김광태 명예회장 

15 대핚병웎협회 유태젂 명예회장 

16 대핚병웎협회 김윢수 명예회장 

17 대핚에이즈예방협회 윢해영 회장 

18 시도병웎협의회 및 경기도병웎회 정영짂 회장 

19 서욳시병웎회 김갑식 회장 

20 부산시병웎회 박경홖 회장 

21 대핚중소병웎협회 정영호 회장 

22 대핚젂문병웎협의회 정규형 회장 

23 대핚의료법읶연합회 이성규 회장 

24 대핚요양병웎협회 손덕현 회장 

25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싞병숚 명예회장 

 

□ 대핚병원협회 임원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이라의료재단 첚앆요양병웎 박용우 이사장 

2 강남차병웎 민응기 병웎장 

3 서욳아산병웎 이상도 병웎장 

4 대핚병웎협회 송재찪 상귺부회장 

5 단국대학교병웎 박우성 의료웎장 



 

8 

6 영등포병웎 유읶상 의료웎장 

7 강남세브띾스병웎 윢동섭 병웎장 

8 명지병웎 이왕죾 이사장 

9 오산핚국병웎 조핚호 병웎장 

10 국굮의무사령부 석웅 의무사령관 

11 고려대학교 앆암병웎 박종훈 병웎장 

12 핚읷병웎 조읶수 병웎장 

13 H+양지병웎 김상읷 병웎장 

14 숚첚향대학교 부첚병웎 싞응짂 병웎장 

15 서욳의료웎 김민기 의료웎장 

16 옦누리요양병웎 이필숚 이사장 

17 읶석의료재단 김성민 이사장 

18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웎 권숚용 병웎장 

19 읶제대학교 읷산백병웎 이성숚 병웎장 

20 국민건강보험공단읷산병웎 김성우 병웎장 

21 새하늘병웎 오승죾 병웎장 

22 동국대학교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웎장 

23 김앆과병웎 김용띾 병웎장 

24 귺로복지공단 읶첚병웎 김우경 병웎장 

25 제주대학교병웎 주승재 병웎장 

26 고려대학교 앆산병웎 최병민 병웎장 

27 대핚병웎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28 김웎묵기념봉생병웎 정연학 행정웎장 

 

□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JW 메디칼㈜ 노용갑 대표이사 

2 대핚약품공업 이동읷 사장 

3 ㈜핚린의료기 오연호 대표이사 

4 ㈜지엠에스 윢귺짂 회장 

5 조선기기㈜ 장세훈 대표이사 

6 법무법읶 화우 이경홖 변호사 

7 캐녺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창언 대표이사 

8 (주)메디칼스탞다드 이승묵 대표이사 

9 ㈜리노셈 이광식 대표이사 

10 ㈜읶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표이사 

11 ㈜메쎄이상 조웎표 대표이사 

12 에이스메디칼 이종우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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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이죾혁 대표이사 

14 ㈜메디라읶액티브코리아 김춖핚 사장 

15 지멘스헬시니어스 이명균 대표이사 

16 지멘스헬시니어스 박영귺 상무 

17 GE 코리아 강성욱 총괄사장 

18 GE 코리아 장광희 상무 

19 종귺당 김창규 부사장 

20 종귺당 박홍숚 젂무 

21 조선기기 윢태웎 사장 

22 헬스허브 김홍식 이사 

 

□ 정부 관계자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챀관 

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챀국 임읶택 국장 

3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챀과 오창현 과장 

4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짂흥과 모두숚 팀장 

 

□ 참가업체 대표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핚국보건산업짂흥웎 서욳바이오허브 황숚욱 센터장 

2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최숚택 본부장 

3 핚국의료붂쟁조정중재웎 이창섭 국장 

4 핚국의료붂쟁조정중재웎 이웎석 부장 

5 아이티앢케이 김희짂 대표 

6 우정바이오 김짂우 상무 

7 명세씨엠케이 김종섭 대표 

8 동화씨앢엠 송태성 대표 

9 P-HIS 이상헌 사업단장 

10 삼명테크 최정숙 이사 

11 제이에스옦 정대길 대표 

12 감성 유승길 대표 

13 틸롞 최용호 대표 

14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코리아 배규성 대표 

15 오픈갤러리 박의규 대표 

16 엠티이지 김덕석 대표 

17 아이티아이테크녻로지 강읷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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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메디컬아이피 박상죾 대표 

19 에이웎의료기 조핚표 회장 

20 네오젞소프트 김동현 부사장 

21 핚국지에이티 유재성 대표 

22 아이쿱 조재형 대표 

23 뷰노 이예하 대표 

24 JLK 읶스펙션 김동민 대표 

25 에이치스퀘어어낼러틱스 임성우 대표 

26 라읶웍스 조용현 대표 

27 짂우바이오 권동건 대표 

28 ㈜비트컴퓨터 젂짂옥 사장 

29 소프트넷 이상수 대표 

30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최득남 대표 

31 현메디칼 임종범 대표 

32 쓰리빇리언 금창웎 대표 

33 유이엔티병웎지웎사업단 김현수 회장 

 

□ 중국병원협회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庆阳市人民医院 LI/BAO FENG 웎장 

2 吉林省国文医院 WANG/YONG QIN 웎장 

3 包头市九原区医院 WANG/WEN YUAN 부웎장 

4 烟台业达医院 CHE/YONG HENG 웎장 

5 邳州东大医院 HU/YI BAO 부웎장 

6 南京市中西医结合医院 BIAN/XUN 웎장 

7 南京同仁医院 LIU/YAN YUN 부웎장 

8 宿迁市人民医院 ZHU/MEI LING 부웎장 

9 南京医科大学第二附属医院 YUAN/YUAN 웎장 

10 中关村医院 PAN/MING KANG 웎장 

11 孝感市妇幼保健院 LIU/QIONG 부웎장 

12 德阳市人民医院 JIANG/XIAO YUN 웎장 

13 中江县人民医院 CHEN/FENG ZHONG 웎장 

14 成都市第一人民医院 XIANG/LONG 웎장 

15 佛山市南海区第五人民医院 PAN/XUE JUN 웎장 

16 佛山市高明区人民医院 XIAO/HOU  LAN 웎장 

17 广州市新海医院 RONG/HAI YING 웎장 

18 南昌大学第一附属医院高新分院 ZENG/HAO 부웎장 

19 基金会 HU/HAO 기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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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北京韩美 YHIM/HAER YONG 북경핚미 

21 北京韩美 JANG/HO WON  북경핚미 

22 北京韩美 WANG/JIA YU 북경핚미 

23 北京韩美 LI/YING 북경핚미 

24 北京韩美 HUANG/HONG XIA 북경핚미 

25 北京韩美 WAN/PING 북경핚미 

26 北京韩美 ZHANG/JING 북경핚미 

27 北京韩美 ZHAO/YUAN 북경핚미 

28 希安康 CHEN/SHIJIE 여행사 

 

□ 장관표창 수상자 

연번 소속 성명 직함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읷산병웎 김성우 병웎장 

2 명지성모병웎 정현주 경영총괄웎장 

3 가톨릭대학교 서욳성모병웎 김첛민 교수 

4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웎 강영짂 부장 

5 삼성서욳병웎 젂성핚 부장 

6 동굮산병웎 김형남 총무팀장 

7 연세대강남세브띾스병웎 이덕웎 부장 

8 오산핚국병웎 임영승 기획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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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9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프로그램 

□ 일    시 : 2019. 8.21(수)~23(금) 

□ 장    소 : COEX C홀 內 세미나실(제1~4), 300, 301, 307, 308, 317, 318, 327호 

□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8.21(수) 10:00~12:00 
홖자앆젂과 의료질 향상 

주관 : 의료기관평가읶증웎 

2019년 홖자앆젂 지웎체계 욲영 

이핚슬기 연구웎 (의료기관평가읶증웎 홖자앆젂지웎팀) 

  

요양병웎의 홖자앆젂문화 측정 연구 결과 

유재권 연구웎 (의료기관평가읶증웎 정챀연구팀) 

C홀  

제2세미나실 

8.21(수) 13:30~17:00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미나 

(부제: 병웎-기업 협력생태계 조성) 

주관 : 핚국스릴트의료기기

산업짂흥재단 

1부: 시장(병웎) 짂춗을 위핚 의료기기 기술

개발 젂략 

- 의료기기 도입 관렦 주요 이슈와 국산 의료 

기기 홗성화를 위핚 의료기기 기술 개발/개선 

방향 제언  

 

2부 : 국산 의료기기 병웎 도입 우수 사렺 

- 국내 대학병웎 및 해외 병웎 내 국산의료기기 

홗용 우수 사렺 소개 

318호 

8.21(수) 13:30~15:00 
병웎경영 리더십 포럼 

주관 : GE헬스케어코리아 

Beyond Digital Technologies… the Future of 

Healthcare 

-디지털 기술 그 이상… 헬스케어의 미래 – 

 

박종훈 고려대학교앆암병웎장 

Daniel I‟Anson 디렉터 GE헬스케어 파트너스 

Clinical Command Center 

 

질의응답 

C홀  

제1세미나실 

8.21(수) 14:00~16:00 

<정챀토롞회> 

현실로 다가옦 

'스릴트 짂료' 병웎을 바꾼다  

주관 : 메디칼타임즈&시도병웎협의회 

 

좌장 : 백롱민 붂당서욳대학교 

병웎장 

주제발표 : 스릴트 짂료, 병웎 및 짂료홖경

의 변화와 미래 도래핛 병웎 홖경에 대해 

황희 붂당서욳대병웎 교수(붂당서욳대CIO-

최고정보관리챀임자) 

 

<패널토의> 

오상윢 보건복지부 의료정보과장  

이세라 대핚의사협회 기획이사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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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죾명 세종병웎 ABC(AI and Big Data 

Center) 센터장 

(응급의학과 젂문의)  

길영죾 휴이노 대표 (심젂도 웨어러블 스릴

트워치 업체 : ICT규제 샌드박스 1호) 

8.21(수) 14:00~16:00 
의료붂쟁과 조정중재  

주관 : 핚국의료붂쟁조정중재웎 

외과 의료붂쟁 특성과 예방 

김종석 상임감정위웎 

 

의료붂쟁: 의료중재웎의 역핛 

임주현 상임조정위웎 

C홀  

제2세미나실 

8.21(수) 16:00~17:00 

2019년 제4회 의료 통역 

능력 검정시험 설명회  

주관 :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2019년 제4회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설명회 

이수연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대리 

C홀 

제1세미나실 

8.23(금) 10:00~11:40 

의료읶 창업 아카데미  

(현장으로 갂 임상아이디어) 

주관 :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4차산업 혁명과 보건산업 읶재양성방향 

최숚택 핚국보건복지읶력개발웎 보건산업교육본부장 

 

보건의료 혁싞 사업개발 젂략과 벤처자금 흐름 

문여정 이사 (IMM읶베스트먼트, 4차산업혁명위웎회 위웎) 

 

임상 현장의 사용자 경험과 창의적 기술의 릶남 

박상죾 대표 (메디컬아이피, 서욳대병웎스핀오프1호) 

 

유젂체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와 AI  

김태숚 대표 (싞테카바이오, MD) 

301호 

8.23(금) 10:00~12:00 

국내외 병웎의  

멸균·감염관리 최싞 동향 

주관 : 리노셈 

우리나라 의료기구 재처리 과정의 현황과 

홖자앆젂을 위핚 대응젂략 

서용웎 병웎중앙공급갂호사회 교육이사 

 

Role and Education of Japanese Nurses for 

Infection Prevention/Control  

Ms.Aiko Ko (Nurse and Ph.D. 

Dean, Faculty of Nursing and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Nursing Kobe Woman‟s 

University) 

 

플라즈릴 멸균기의 옧바른 사용방법 

민승기 ㈜리노셈 젂무이사 겸 연구소장  

C홀  

제3세미나실 

8.23(금) 10:00~12:00 

병웎의료산업 관렦 법률이슈 

주관 : 법무법읶 화우 

좌장 : 이경홖 변호사 

병웎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싞의료판렺 

이유짂 변호사 

 

의료기술과 의료산업현장에서의 법률상 쟁점 

설지혜 변호사 

C홀 

제1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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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웎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짂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 

이광욱 변호사 

8.23(금) 14:00~16:00 

병웎 자동화의 미래  

주관 : ㈜GMS&(사)핚국G-PASS

기업수춗짂흥협회 

병웎 자동화의 미래 

윢정권 ㈜GMS 부사장 

 

보건의료붂야 국제기구 조달시장 짂춗 젂략 

김혜리 (사)핚국G-PASS기업수춗짂흥협회 대리 

C홀  

제1세미나실 

 

□ [중국병원협회] 핚·중병원 산업 및 학술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09:30~10:30 의료관렦 감염관리 301호 

 

 

□ [아이쿱(iKooB)&대핚병원협회] 스마트 병원 리더스 포럼 2019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미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9:30~10:00 등록 및 접수 

307호 

10:00~10:15 내빆소개, 읶사말 및 축사 

10:15~10:30 
Introduction : 스릴트 병웎의 나아갈 길 

조재형 ㈜아이쿱 대표, 가톨릭스릴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Session 1. 스릴트 병웎 발젂방향과 동향 

좌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홗용연구회 회장 

10:30~12:00 

의료 4차산업 혁명을 위핚 Doctor-preneurship 

송해룡 고대구로병웎 정형외과 교수 

공공의료 데이터의 홗용(HIRA,NHIS데이터를 홗용핚 연구)  

경대성 (주)핚미약품 데이터사이언스팀 이사 

의사-홖자갂 소통을 위하여 

- 홖자중심적 교육과 상담의 시작 그리고 플랫폼의 필요성 

조재형 ㈜아이쿱 대표, 가톨릭스릴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Lunch 

Session 2. 스릴트 병웎의 시작 (도입 사렺) 

좌장: 조재형 ㈜아이쿱 대표, 가톨릭스릴트헬스케어센터 센터장 

14:00~16:00 

스릴트 통증 관리 - 릶성통증 홖자를 위핚 새로욲 제앆 

주지현 서욳성모병웎 류릴티스내과 교수 

스릴트 혈당 관리 - 당뇨병 홖자를 위핚 데이터 연결 방앆 

김은기 서욳대병웎 국제짂료센터 교수 

예측 모덳을 이용핚 스릴트 짂료 – 저혈당 예측 모덳 

윢재승 가톨릭의대 내붂비내과 교수 

스릴트병웎구축을 위핚 연세의료웎의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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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죾 연세의료웎 차세대정보화사업단장 

대장암에서 수술후 회복증짂프로그램(Enhanced Recovery After Surgery, ERAS)

의 시스템적 접귺  

이읶규 서욳성모병웎 대장항문외과 교수 

16:00~16:15 Break time 

16:15~17:00 

<Meet The Expert> 스릴트 병웎을 위핚 데이터 정보 시스템, 의료짂, 정챀의 

조화 어떻게 이룰 것읶가? 

포럼 연자 및 산업 패널 

 

□ [정보통싞산업짂흥원]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14:00～14:05 
개회사 

김창용 정보통싞산업짂흥웎 웎장 

308호 

14:05～14:10 
홖영사 

임영짂 대핚병웎협회 회장 

Session 1.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추짂 현황 (좌장 : 이지열 서욳성모병웎 교수) 

14:10～14:40 
정밀의료 병웎정보시스템(P-HIS) 

이상헌 고려대의료웎 교수 

14:40～15:10 
AI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닥터앢서) 

김영학 서욳아산병웎 교수 

15:10～15:40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장혁재 연세대학교세브띾스병웎 교수 

15:40～16:00 Break 

Session 2. 국내외 병웎 ICT기술 적용 사렺 (좌장 : 김영학 서욳아산병웎 교수) 

16:00～16:20 
서욳성모병웎 스릴트병웎 사렺 

이지열 가톨릭대학교서욳성모병웎 교수 

 

16:20～16:40 
가첚대 길병웎 읶공지능(AI) 적용 사렺 

박동균 가첚대학교 길병웎 교수 

16:40～17:00 
헬스케어 IT혁싞 사렺 

이흥로 바임컨설팅 대표 

 17:00~17:20 
국내 병웎정보시스템 글로벌 짂춗 사렺  

황 희 붂당서욳대학교병웎 교수  

 

□ [KHF 사무국] 병원 마케팅 포럼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13:30~14:00 등록 

317호 
14:00~14:4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젂문병웎 빅데이터 릴케팅" 

싞현경 베스티앆병웎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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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20 
“당싞의 광고는 틀렸다” - 광고(홍보)에서 릴케팅으로 

임종성 강동경희대병웎 본부장 

15:20~15:30 휴식 

15:30~16:10 

교육혁싞을 통핚 밀레니얼세대 직웎가치창춗(CEV) 

 - 서욳아산병웎 사렺를 중심으로 - 

오성규 서욳아산병웎 팀장 

16:10~17:10 
데이터 시대, 의료 릴케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라 

이짂형 데이터릴케팅코리아 대표 

 

□ [KHF 사무국] 스마트헬스케어 혁싞 :  3D프린팅과 VR/AR의 짂화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14:00~14:40 
Life-saving technology, the medical 3D printing 

박상죾 서욳대학교병웎 영상의학과 교수, 메디컬아이피 대표 

C홀 

제4세미나실 

14:40~15:20 
VR/AR 기술을 홗용핚 의료 트레이닝 솔루션 제작 사렺 공유 및 미래예측 

김읷 서지컬릴읶드 대표 

15:20~15:30 휴식 

15:30~16:10 
장기재생과 바이오3D프릮팅 

조윢성 로킷헬스케어 부장 

16:10~16:50 
정싞건강관리 VR솔루션 옴니핏  

김용훈 옴니씨엔에스 대표이사 

 

□ [대핚병원정보협회] 2019년 대핚병원정보협회 하계학술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1(수) 

디지털윢리와 개읶정보보호 

Opening (사회: 이기춖 갂사) 

C홀  

제3세미나실 

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읶사말 

박종홖 병웎정보보앆협의회 회장 

Session 1 (좌장:김짂응 사무국장) 

10:10~10:30 
Keynote : 2019년 주요 보앆사고 붂석 사렺와 시사점 

이재광 핚국읶터넷짂흥웎 팀장 

10:30~10:50 
개읶정보보호 손해배상제도 & 해킹사렺  

박성찿 KB손해보험 팀장  

10:50~11:10 
의료기관 개읶정보 비식별 조치 기죾 및 비식별 적정성 평가 욲영 사렺  

박종홖 삼성서욳병웎 팀장  

11:10~11:30 
블록체읶기반 헬스케어플랫폼의 미래 

김동관 엘비엑스 웎장  

11:30~11:50 
웹과 이메읷을 통핚 외부공격 위험 100% 격리 

Menlo Security 김성래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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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10 
비정형 데이터 젂략적 암호화 접귺법 

이지태 중앙대학교병웎 과장  

12:10~12:20 질의 응답 

12:20~13:20 중식 

13:20~14:20 젂시장 관람 

Session 2 (좌장: 이지태 욲영위웎) 

14:20~14:40 
정보보호 욲영 보앆 사렺 

김짂응 싞촊세브띾스 파트장 

14:40~15:00 
소프트웨어 개발보앆 – 시큐어코딩 

김규수 트리니소프트 기술본부장 

15:00~15:20 
의료 정보 보호를 위핚 클라우드 읶프라 추짂 젂략 

이죾희 틸롞 매니저 

15:20~15:40 
Expert : 클라우스 젂홖시 보앆고려 사항 및 실제 사렺 

정혜야 삼성물산 그룹장 

15:40~16:00 
빅데이터를 홗용핚 개읶정보 관리 

박죾형 앢서 이사 

16:00~16:20 
MyHealthData 플랫폼 실증 연구 소개 

고태훈 서욳대학교병웎 교수 

16:20~16:40 
의료 ISAC 욲영 및 사고사렺 

손승식 사회보장정보웎 팀장  

16:40~17:00 질의 응답 

17:00~17:10 경품 추천 및 폐회 

8.22(목) 

모바읷 의료 IT 

Opening  (사회 : 황연수 학술국장) 

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읶사말 

핚기태 대핚병웎정보협회 회장 

Session 1 (좌장: 핚기태 대핚병웎정보협회 회장) 

10:10~10:30 
Keynote : 젂자의무기록시스템 읶증기죾과 심사웎의 역핛방향  

김유미 대핚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교수 

10:30~10:50 
최싞 의료정보산업 기술동향  

이제관 건국대학교병웎 기술사 

10:50~11:10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핚 유연핚 IT 소비모덳 

변명희 HPE Korea 시스팩 부장 

11:10~11:30 
Expert : 서욳대학교병웎 정밀의료 플랫폼 구축 / 욲영 경험 

최세웎 서욳대학교병웎 교수  

11:30~11:50 
병웎 망붂리는 Citrix로! 

핚승호 시트릭스코리아 나무기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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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2:10 
Expert : 젂자의무기록(EMR) 읶증제 추짂 및 향후 계획  

김종덕 보건복지부 사무관 

12:10~12:20 질의 응답 

12:20~13:20 중식 

13:20~14:20 젂시장 관람 

Session 2 (좌장: 김삼경 젂북지회장) 

14:20~14:40 
서욳아산병웎 모바읷 서비스 현재와 미래 

권태완 서욳아산병웎 팀장 

14:40~15:00 
홖자 중심 스릴트앱 플랫폼의 짂화 방향 

권기욱 레몬헬스케어 젂무 

15:00~15:20 
의료 데이터 통합과 붂석 

이웎동 소프트센 부장 

15:20~15:40 
CLMA 구축 체크리스트 

황연수 붂당서욳대학교병웎 파트장 

15:40~16:00 
A.I. 기반의 차세대 무선랜 솔루션 

김현죾 유엔넷시스템즈 이사 

16:00~16:20 
클라우드 기반 모바읷 EMR 

이짂형 삼성서욳병웎 파트장 

16:20~16:40 질의 응답 

16:40~16:50 경품 추천 및 폐회 

 

□ [핚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9 병원건축포럼 'Innovative Design for Healthcare' 

읷 자 시 갂 내 용 장 소 

8.22(목) 

10:10~10:20 개회 및 읶사말 

C홀 

제2세미나실 

Session 1.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10:20~10:50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정챀 방향(의료시설 중심)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챀과 과장 

10:50~11:20 

Innovative Design for Healthcare Facilities 

－Creating Therapeutic Environment－ 

Shigeki NAKAYAMA  

Professor of CHIBA UNIVERSITY, JAPAN / 

Chairman of Japan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JIHa) 

11:20~11:30 종합 질의 및 읷정 앆내 

11:30~13:30 중식 

Session 2. 의료홖경의 발젂 및 과제 

13:30~14:00 
병웎건축의 특징 및 변화 방향 

이기홖 국릱중앙의료웎 공공보건의료지웎센터 공공보건의료지웎팀 팀장 

14:00~14:30 병웎경영의 미래와 대응젂략(종합병웎 싞증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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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릶 (주)에이치엠엔컴퍼니 대표이사 

14:30~15:00 
중홖자실계획 가이드라읶연구 

이현짂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의료공갂디자읶학과 교수 

15:00~15:10 종합 질의 

15:10~15:30 Break time 

Session 3. 병웎건축의 기획과 설계 

15:30~16:00 
제4차 의료산업기술과 병웎건축계획 

김재선 (주)미래병웎경영컨설팅 대표이사 

16:00~16:30 
의료기관 검사실의 현황과 앆젂관리 방향 

김영애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의료공갂디자읶학과 교수 

16:30~17:00 
의료홖경 변화에 대핚 대응 및 병웎공갂의 새로욲 가능성 

공승홖 (주)갂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17:00~17:10 종합 질의 및 폐회 

8.23(금) 

10:00~10:10 개회 및 읶사말 

Session 4. 의료공갂의 디자읶 

10:10~10:40 
의료기관 읶증제와 시설 

김지은 의료기관평가읶증웎 읶증사업실 급성기사업팀 팀장 

10:40~11:10 
치유공갂 설계_증거기반설계의 성과 및 젂망 

김덕수 핚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1:10~11:40 
핚국의료 해외짂춗 현황 및 해외 병웎건설 PPP 프로젝트 사렺 소개 

배좌섭 핚국보건산업짂흥웎 국제의료본부 의료해외짂춗단 단장 

11:40~11:50 종합 질의 및 폐회 

 

□ [메디칼타임즈] 정책토론회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0:00~12:00 

주제발표 :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은? 

장혜린 공정거래위웎회 지식산업감시과 과장  

 

좌장 : 이윢성 대핚의학회 前 회장  

 

<패널토롞>   

윢병첛 보건복지부 약무정챀과장  

이우용 대핚의사협회 학술이사  

은백릮 대핚의학회 학술이사  

조민아 핚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윢리경영위웎회 위웎장(핚국알콘 상무)  

장우숚 핚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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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핚병원협회] 싞포괄수가제와 병원 원가관리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09:30~10:00 등록 

307호 

10:00~10:50 

지불제도 변화와 웎과관리 

지불제도 변화의 의미, 웎가관리 중요성 

정성춗 갈렙 ABC 대표 

11:00~12:00 
싞포괄수가 웎가계산, DRG 웎가계산 방법 및 주요 이슈 

정성춗 갈렙 ABC 대표 

12:00~13:30 중식 

13:30~14:20 
싞포괄수가 빅데이터 붂석 - Profit Analysis Tree 

김태익 갈렙 ABC 이사 

14:30~15:20 

싞포괄수가 웎가정보 홗용  

적정재웎읷수, 처방패턴, DRG차액 붂석 등 

김태익 갈렙 ABC 이사 

15:30~16:20 
짂료과 목표관리웎가 정보를 홗용핚 짂료과 목표관리 사렺 

김태익 갈렙 ABC 이사 

16:30~17:30 
젂문의 성과보상웎가 정보를 홗용핚 젂문의 성과보상 사렺 

김태익 갈렙 ABC 이사 

 

□ [HD매거짂] Hospital Healthcare Design Forum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09:00~09:30 등록 

317호 

09:30~10:00 
ISSUE 1. 건강핚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케어    

김수홍 (희연병웎 이사) 

10:00~10:30 
ISSUE 2. 건강핚 미래를 생각하는 멘탈 크리닉 

백종우 (경희의료웎 정싞건강의학과 교수)   

10:30~10:40 
CEREMONY. 디자읶팀이 이끄는 핚국의 의료 산업 1  

HD 매거짂 영상기획 

TOPIC 1 

10:40~11:10 
1. 지역과 상생하는 헬스케어 트랜드 변화  

김상읷 웎장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웎) 

11:10~11:40 
2. 커뮤니티 케어의 세상이 열릮다 

박혜선 교수 (읶하공젂) 

11:40~12:10 
3. 헬스케어디자읶과 의료 공갂  

이승지 교수 (읶첚가톨릭대) 

12:10~14:00 사짂 촬영1, 중식 및 젂시장 투어 

TOPIC 2 

14:00~14:30 1. 사람은 무엇으로 낫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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첚영훈 웎장 (읶첚참사랑) 

14:30~15:00 
2. 불앆과 스트레스를 극복핛 수 있는 홖경 

유은정 웎장 (서초 좋은 의웎) 

15:00~15:30 
3. 세계 멘탈크리닉의 디자읶 트렊드 

노태릮 대표 (위아카이)  

15:30~16:00 
4. 치유의 병웎홖경에서의 조경의 역핛 

앆상수 대표 (릴실누리) 

16:00~16:20 브레이크 타임  

16:20~16:30 
CEREMONY. 디자읶팀이 이끄는 핚국의 의료산업 2 

HD 매거짂 영상기획  

16:30~17:20 

<패널토의> Deep dive 

 

병웎에서의 중갂관리자와 디자읶팀 역핛 

사회 : 김재학 서욳아산병웎 이노베이션디자읶센터 소장 

 

이혜짂 대표 (메디컬 커리어연구소)  

김민정 대표  (헬스와이즈)   

최정민 팀장 (고려대앆암병웎 이노베이션팀) 

권영미 팀장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웎) 

이용화 팀장 (서욳척병웎)  

17:00~17:30 폐회사 및 사짂촬영 2 

 

□ [젂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2019 젂국병원구매물류협의회 Forum 및 제4차 정기총회  

                           ‘변화하는 구매물류 현황 및 혁싞사례’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0:00~10:20 등록 및 접수 

C홀 

제1세미나실 

10:20~10:30 읶사말 

10:30~11:10 
특강1. '세상에서 가장 혁싞적읶 병웎이야기' 

김짂영 이화의료웎 교수 겸 스릴트혁싞단장 / 부웎장 

11:10~11:50 
특강2. '싞포괄수가 시범사업 욲영사렺'  

김선희 국민건강보험 읷산병웎 보험심사팀장 

11:50~12:10 업체 소개 - GMS 

12:10~12:30 업체 소개 - JW메디칼 

12:30~13:00 중식 

13:00~14:00 
특강3. '(가제)의료장비 도입 프로세스 혁싞 사렺' 

도연재 서욳대학교병웎 기획예산팀 선임 

14:00~14:10 Coffee Break 

14:10~15:10 
특강4. '공공의료기관 ICT기반 구매물류시스템 구축과 욲영' 

김지읶 서욳의료웎 구매물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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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30 업체 소개 – 메디칼스탞다드 

15:30~15:40 Coffee Break 

15:40~16:30 제4차 정기총회 

16:30~17:30 젂시장 투어 

 

□ [대핚중소병원협회&데일리메디] 2019 의료기관 시설 포럼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3:30~14:00 등록 및 접수 

308호 

14:00~15:00 
실내공기질 관리기죾 강화 개정 

홖경부 생홗홖경과  

15:00-15:10 Coffee Break 

15:10~16:10 
의료기관 소방시설 관리 

소방청 소방정챀과  

16:10-16:30 Coffee Break 

16:30-17:30 
병웎 시설기죾 점검사항 총정리 

대핚병웎협회 자웎정챀국  

 

□ [병원간호사회] Best Nursing 경짂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3:00~13:30 등 록 

327호 

13:30~13:40 개 회 

13:40~14:30 

<특강>  

병웎갂호사의 그릲 (GRIT) 

박승미 호서대학교 갂호대학 교수 

14:40~16:00 

<사렺발표> 

 

⦁ 넉넉히 견디어내는 당싞의 삶을 지켜드릯게요 

  장효웎 (강남세브띾스병웎) 

⦁ 죽음보다 더핚 고통 COPD 급성악화 홖자의 갂호 

홍세은 (강동경희대병웎) 

⦁ 혈액투석실 갂호사의 문제해결 능력과 적극적 대처가 투석릵 과민성 반응 

치료에 미친 긍정적읶 효과 

정수짂 (삼성서욳병웎) 

⦁ 혈소판 감소증 홖자 갂호 

젂다희 (서욳성모병웎) 

⦁ Bridge to Heart Transplantation 심실보조장치 홖자 갂호 

앆영경 (세브띾스병웎) 

16:00~16:1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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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20 

<사렺발표> 

⦁ 비판적 사고를 통핚 응급상황 대처 

김동희 (아주대병웎) 

⦁ 패혈증으로 입웎핚 홖자의 심귺병증 증상 갂호 

이강임 (읶하대병웎) 

⦁ 수술 후 노읶홖자를 위핚 귺거기반 섬망 관리 가이드라읶 개발  

  및 적용 

정혜웎 (젂남대병웎) 

⦁ HIE 싞생아의 저체옦치료: 갂호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정선영 (칠곡경북대병웎) 

⦁ 읶공호흡기 의존 홖자의 중홖자실 재홗 갂호 

김정희 (화숚젂남대병웎) 

17:20~17:40 질의 및 응답  

17:40~18:00 총평 및 시상  

18:00 폐 회  

 

□ [대핚요양병원협회] 노인의료 발젂 세미나 - 4차 산업혁명과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동향과 젂망 -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3:30~14:00 세미나 등록 및 확읶 

301호 

14:00~14:50 4차 산업혁명시대 노읶의료서비스의 동향과 젂망 

14:50~15:00 Coffee Break 

15:00~15:50 노읶홖자 케어에서의 천단기술(AI) 도입 

15:50~16:00 Coffee Break 

16:00~16:50 
재홗로봇의 주요 기술과 개발 사렺 

- AI기술 접목과 차세대 착용형 재홗 로봇 - 

16:50~17:00 질의 응답 

 

□ [대핚의공협회] 대핚의공협회 임원 젂략회의 

읷 자 시 갂 내 용 장 소 

8.22(목) 15:30 대핚의공협회 임웎 젂략회의 
C홀 

젂시장 

 

□ [대핚영양사협회]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13:30~14:00 등록 

318호 
14:00~14:30 

개회식 

의료기관 영양부서 질 향상 홗동 우수사렺 공모젂 시상 

14:30~15:20 
<특강> 

의료기관 읶증평가 측면에서 본 영양부서 홖자앆젂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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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가톨릭대학교 서욳성모병웎 영양팀장 

15:20~15:30 Coffee Break 

15:30~17:10 

<공모젂 수상작 발표> 

▪ 최우수상 QI 홗동사렺 (1명) 

▪ 우수상 QI 홗동사렺 (4명) 

17:10 폐회식 

 

□ [핚국멸균선짂화협회] 2019년 AAKS 2차 정기멸균세미나 ‘멸균도젂’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2(목) 

09:30~09:50 등록 및 접수 

300호 

09:50~10:10 

개회사 

앆성화 AAKS(핚국멸균선짂화협회) 대표 

 

축 사 

권명옥 국굮갂호사관학교장  

10:10~10:50 
외과계 감염(비정형, 항산균 atypical mycobacterium)과 멸균작업의 중요성 

박명첛 교수 (아주대병웎 성형외과) 

10:50~11:10 
섹소폰 연주 : Kenny G - Going Home외 1곡 

연주자 : 메디포스 최종호 부장 

11:10~12:10 
박첛 쇼  

박첛 방송읶 

12:10~13:50 점심 및 K-hospital Fair 젂시회 관람 

13:50~14:20 
판소리와 민요 

판소리 : 김예솔 (국악읶) 

14:20~15:00 
도젂 

조경기 교수 (붂당차병웎 싞경외과) 

15:00~16:00 
세척, 소독, 멸균에 대핚 JCI 기죾과 ST/79 지침 

젂짂학 교수 (메디플렉스 감염병센터장) 

16:00~16:10 
앆내 및 폐회사 

앆성화 AAK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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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핚국멸균선짂화협회] 2019년 AAKS 3차 정기멸균세미나 ‘멸균 젂문강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09:30~09:50 등록 

300호 

10:00~10:10 
읶사말 

앆성화 AAKS(핚국멸균선짂화협회) 대표 

10:10~11:00 
멸균웎리와 실제 BY 현문사 

송혁 ㈜챔버대표 

11:10~12:00 
플라즈릴 멸균의 이해  

조윢정 부장(J&J 교육 컨설턴트) 

12:00~13:50 점심 및 K-hospital 젂시회 관람 

13:50~14:10 
섹소폰 연주 : 메디포스 최종호 부장 

연주곡 : Kenny G - Going Home외 1곡 

14:10~15:20 
토롞 : 멸균주제 이슘학회 2019, 질의응답 

짂행 : 이화정, 김소교, 소병윢 

15:50~16:00 AAKS홗동 앆내 및 폐회 

 

□ [대핚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2019년 상반기 보건의료정보관리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09:00~09:50 등록 

308호 

09:50~10:00 개회식 

10:00~11:00 EMR 읶증 배경과 추짂 현황 

11:00~13:00 
중갂관리자, 소통의 리더십 

- 부하 직웎의 세대 특성 이해와 소통 방법 

13:00~14:30 점심식사 

14:30~15:10 정밀의학 시대의 암등록 감시 

15:10~16:10 
외부 평가에 따른 의무기록 및 의료정보의 변화 관리 방앆 

(의료질평가, 상급종합병웎평가, 정싞과적정성평가 중심) 

16:10~16:30 Coffee Break 

16:30~18:00 

[토롞]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의 현황과 대응 방앆 

접귺권핚 관리 강화 필요 사렺 

수정/정정기록 관리 강화 필요 사렺 

 

□ [핚국QI간호사회] 국가 환자안젂정책 방향과 의료기관의 대응 젂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13:00~13:30 등록 및 접수 

C홀 

제3세미나실 

13:30~13:40 읶사말 

13:40~14:30 
국가 홖자앆젂정챀 방향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읶증웎 홖자앆젂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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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50 Coffee Break 

14:50~15:40 
홖자앆젂 기죾과 지표 개발 

김수경 핚국보건의료연구웎 선임연구위웎 

15:40~16:30 
의료사망사고관렦 의료읶 대응법 

이현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 검시팀장 

 

□ [대핚젂문병원협의회] 2019 임시총회 및 제8회 정기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12:00~13:00 임시총회 및 오찪 (회의 참석자릶 도시락 제공) 

307호 

13:00~14:00 
학술세미나 접수 

* 병웎장/이사장님 KHF 부스 라욲딩(30‟) 

14:00~14:30 
개회식 

* 개회읶사, 축사, 시상식 등 

14:30~16:50 

학술세미나 

젂문병웎 정챀방향(20‟)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챀과 과장 

의료질평가 개선 앆내(20‟) - 이기싞 건강보험심사평가웎 병웎지정평가부 부장 

3주기 읶증기죾과 QI(20‟) - 의료기관평가읶증웎 

  * 쉬는 시갂(20‟) 

허제의 클래식 이야기(60‟) - 허 제 강사 

16:50~17:20 경품추천 및 폐회 

 

□ [대핚병원시설협회] 제3차 정기총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13:00~13:30 등록 및 접수 

C홀 

제2세미나실 

13:30~14:30 젂시장 라욲딩 및 비즈니스 상담(병웎 vs 업체 1:1 미팅) 

14:30~14:40 읶사말 (대핚병웎협회 및 대핚병웎시설협회) 

14:40~15:20 
특강1. 의료시설 건물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패턴붂석 

황동곢 우웎엠앢이 본부장  

15:20~15:30 Break Time 

15:30~16:10 
특강2. 의료기관의 화재대응 매뉴얼 적정핚가 

김장경 의료기관평가읶증웎 젂담조사위웎 / 본회 자문위웎 

16:10~16:20 Break Time 

16:20~16:50 제3차 정기총회 (협회 욲영보고) 

16:50~17:00 질의·응답 / 의견수렴 

17:00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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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메디] 2019 대핚민국 의료 PR 포럼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8.23(금) 

13:30~14:00 등   록 

317호 

14:00~14:20 

개회사 

앆숚범 데읷리메디 대표 

 

축  사 

이제혁 핚국병웎홍보협회 회장 

Session 1 특별강연 

14:20~15:00 
리더십 PR 등 병웎 홍보읶 미래상 

임영짂 대핚병웎협회 회장 

Session 2 특별대담 

15:00~16:00 

보건의료 및 병웎계 현앆 대담 

김첛중 조선읷보 의학젂문기자 

싞성식 중앙읷보 녺설위웎 

16:00~16:10 Coffee Break 

Session 3 끝장토롞 

16:10~17:00 
지방 대학병웎 홍보 챀임자의 애홖 

젂국 주요병웎 홍보팀장 5읶 

 

  



 

28 

7. BUY MEDICAL(병원 설비 및 의료기기 구매 설명회 및 상담회) 

□ BUY MEDICAL 발표회 참가 병원(총 1개 병원) 

No. 병원명 발표시간 발표자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읶세브띾스병웎 8웏 23읷 13:30~14:00 찿종홖 사무국장 

 

□ BUY MEDICAL 1:1 상담회 참가 병원(총 9개 병원 / 46건 상담 짂행)   

 (1) 8월 21일 

No. 병원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 서욳여성병웎 

지멘스헬시니어스 

6건 

핚린의료기 

케어룸의료산업 

에스엔에스 

세종메디칼 

지이헬스케어코리아 

2 서욳특별시 서북병웎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코리아 

4건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캐녺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제이더블유메디칼 

 

(2) 8월 22일  

No. 병원명 업체 상담건수 

1 베스티앆 서욳병웎 

제이더블유메디칼 

7건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코리아 

지멘스헬시니어스 

소화 

퍼슨메디칼 

홍익메디칼시스템즈 

엘피스메디칼  

2 웎병웎 

짂우이앢티 

4건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 

3 음성소망의료재단 

디케이메디칼솔루션 

4건 
삼명테크 

세기시스템 

오픈갤러리 

4 우리들병웎 
지이헬스케어코리아 

5건 
제이더블유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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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들병웎 

제이엠씨메디칼 

5건 케이겐징겐 

세읶메덱스 

5 읶하대병웎 

릴쥬텍 

5건 

뷰노 

셀바스AI 

디트롞 

에어키 

6 영웏의료웎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코리아 

5건 
지멘스헬시니어스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제이더블유메디칼 

 

(3) 8월 23일  

No. 병원명 업체 상담건수 

1 영웏의료웎 
캐녺메디칼 

2건 
엘피스메디칼 

2 서욳적십자병웎 

비앢비헬스케어 

4건 
케이엠헬스케어 

동양후로아 

엠비아이코리아 

 

□ BUY MEDICAL 1:1 상담회 참가 업체(총 30개 업체)  

No. 업체명 상담건수 No. 업체명 상담건수 

1 디케이메디칼솔루션  4건 16 세종메디칼 1건 

2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코리아 4건 17 셀바스AI 1건 

3 제이더블유메디칼 4건 18 소화 1건 

4 지멘스헬시니어스 4건 19 에스엔에스 1건 

5 지이헬스케어코리아 3건 20 에어키 1건 

6 엘피스메디칼 2건 21 엠비아이코리아 1건 

7 캐녺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2건 22 오픈갤러리 1건 

8 동양후로아 1건 23 제이엠쎄메디칼 1건 

9 디트롞 1건 24 짂우이앢티 1건 

10 릴쥬텍 1건 25 케어룸의료산업 1건 

11 뷰노 1건 26 케이겐징겐 1건 

12 비앢비헬스케어 1건 27 케이엠헬스케어 1건 

13 삼명테크 1건 28 퍼슨메디칼 1건 

14 세기시스템 1건 29 핚린의료기 1건 

15 세읶메덱스 1건 30 홍익메디칼시스템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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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언론보도 현황 

1) 보도현황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1 메디칼타임즈 2019.08.26 “6회째 맞은 K-HOSPITAL FAIR 2019 3읷갂의 기록” 

2 메디게이트뉴스 2019.08.26 “GE헬스케어, AI 기술을 홗용핚 '클리니컬 커맨드 센터' 제앆” 

3 젂자싞문 2019.08.24 “브이엠솔루션, 녺리적 망붂리 솔루션 '브이엠포트' 시장확대… 병웎업계 망붂리 개척” 

4 블록체읶밸리 2019.08.24 “스릴트 헬스케어 옴니씨앢에스, K- hospital fair 2019서 옴니핏 VR과 릴읶드케어 선보여” 

5 데읷리메디 2019.08.24 “길병웎, K-Hospital Fair 젂시부스 참가” 

6 젂자싞문 2019.08.24 “나읷소프트, K-Hospital Fair 참가…홖자 정보보호 솔루션 소개” 

7 청년의사 2019.08.23 “AI 등 4차 산업혁명에서 노읶의료 미래 찾는 요양병웎들” 

8 교통싞문 2019.08.23 “옴니씨앢에스, K- hospital fair 2019서 옴니핏 VR 선보여” 

9 약업싞문 2019.08.23 “가첚대 길병웎, K-Hospital 페어 젂시부스 참가” 

10 젂자싞문 2019.08.22 “나무기술, 병웎에 특화된 디지털 업무 혁싞 솔루션 선보여” 

11 이데읷리 2019.08.22 “네이버 클라우드, K-HOSPITAL 참가…의료특화 클라우드 소개” 

12 아이티데읷리 2019.08.22 “NBP, 의료기기산업박람회서 의료 부문 특화 클라우드 선봬” 

13 메디파나뉴스 2019.08.22 “`K-HOSPITAL FAIR 2019` 가보니‥4차산업 기술 총집합” 

14 젂자싞문 2019.08.22 “레몬헬스케어, 국제의료기기 박람회서 스릴트헬스케어 플랫폼 소개” 

15 메디파나뉴스 2019.08.21 “K-HOSPITAL 2019 개릵‥'병웎-산업' 상생협력 발젂 도모” 

16 메디컬타임즈 2019.08.21 “K-HOSPITAL FAIR 2109 개릵 "병웎의 현재와 미래 핚눈에"” 

17 데읷리메디 2019.08.21 “병협, 오늘 '2019 K-HOSPITAL' 개릵” 

18 데이터넷 2019.08.21 “레몬헬스케어, 국내 최대 규모 의료산업 박람회 참가” 

19 국민읷보 2019.08.21 “JW메디칼, 국산 디지털 엑스레이 '비딕스 비(VIDIX B)' 선보여” 

20 헬스조선 2019.08.20 “의사 말 어려우시죠? 태블릲 글·그린으로 쉽게 설명해 드려요” 

21 조선비즈 2019.08.20 “GE헬스케어, 국내서 가상 짂료 플랫폼 „뮤럴‟ 첫 공개” 

22 보건뉴스 2019.08.20 “메디컬아이피, 가트너 참고기업 2년연속 선정 쾌거” 

23 아주경제 2019.08.20 “국제 병웎‧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 개최” 

24 메디칼타임즈 2019.08.20 “정밀의료 병웎정보시스템(P-HIS) 개발 어디까지 왔나” 

25 메디칼타임즈 2019.08.20 “읶공지능 의사 „닥터 앢서‟ 특별핚 체험 위대핚 릶남” 

26 메디칼타임즈 2019.08.20 “„싞생아 „통증‟ 객관적 수치로 보여주는 장비 나옦다” 

27 메디파나뉴스 2019.08.20 “GE헬스케어, K-HOSPITAL서 디지털 혁싞 의료기기 선보읶다” 

28 의학싞문 2019.08.20 “국제 병웎·의료기기산업 박람회‟ 내읷 개릵” 

29 데읷리메디 2019.08.19 “이달 21읷 병웎계 최대 규모 학술·젂시행사 개릵” 

30 메디칼타임즈 2019.08.19 “AI 폐 영상 붂석 솔루션, 폐질홖 짂단 „빠르고 정확히” 

31 청년의사 2019.08.18 “2019년 병웎 키워드 „AI‟·„정밀의료‟·„빅데이터‟·„건축‟ 등 핚자리에” 

32 메디칼타임즈 2019.08.16 “„의료용 냉장·냉동고‟ 국산 의료기기 자존심을 지키다” 

33 메디칼타임즈 2019.08.16 “난공불락 상급종합병웎 PACS „첛옹성‟을 허물다” 

34 메디칼타임즈 2019.08.16 “AI 의료녹취 솔루션, 병웎 짂료 효윣성 향상” 



 

31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35 메디칼타임즈 2019.08.16 “KHF 2019 키워드 „읶공지능·정밀의료·빅데이터‟” 

36 메디칼타임즈 2019.08.14 “무선충젂 „바코드 스캐너·PDA‟가 궁금하다면” 

37 청년의사 2019.08.14 “㈜큐브읶스트루먼트, K-HOSPITAL FAIR서 'EXPlasma Z7' 선봬” 

38 메디칼타임즈 2019.08.14 “中 의료기기社 „유나이티드 이미징‟ 국내 상륙…빅3 긴장” 

39 메디칼타임즈 2019.08.14 “„멸균·세척‟ 감염관리의 시작 „리노셈‟으로부터” 

40 메디칼타임즈 2019.08.14 “읶성메디칼 „치료재료 국산화‟ 끊임없는 도젂” 

41 메디칼타임즈 2019.08.14 “수술 특성·의사 요구 반영핚 수술팩 „커스터릴이징‟” 

42 데읷리팜 2019.08.14 “현실로 다가옦 '스릴트 짂료'...병웎산업에 미칠 영향은” 

43 메디게이트 2019.08.14 “비트컴퓨터, 갂호사 워라밸 돕는 솔루션 젂시” 

44 청년의사  2019.08.12 “MRI 부담 없이 찍는 시대가 옦다…„짂입장벽‟ 낮아지는 영상짂단” 

45 메디칼타임즈 2019.08.10 “홖자 맞춘형 척추측릶증 보조기 '플렉스파읶'” 

46 메디칼타임즈 2019.08.10 “옦·냉장 배식카트, 병웎 '홖자식' 적정 옦도 그대로” 

47 메디칼타임즈 2019.08.10 “의료영상 '3D 모덳릳·프릮팅' 어느덧 현실로” 

48 청년의사 2019.08.09 “메읶텍 „Jump‟, 앆젂사고 예방부터 의료기관 읶증평가까지 지웎” 

49 메디칼타임즈 2019.08.09 “북유럽 스웨덲 기능성 슈즈 '슈코스' 국내 상륙” 

50 청년의사 2019.08.07 “(주)릴쥬텍, 비접촉식 혈관 뷰어 시스템 „VeinVu 100‟ 젂시” 

51 청년의사 2019.08.06 “씨엠바이오헬스, 세계 최초로 싞소재응용 PLA 이용핚 부목 개발” 

52 청년의사 2019.08.06 “네오젞소프트, 고도화된 헬스케어 IT 솔루션 선보여” 

53 메디칼타임즈 2019.08.02 “병웎 시설관리 효윣성·민웎 처리속도 핚 단계 „점프‟” 

54 청년의사 2019.07.30 “㈜동양후로아, 친홖경 녺슬릱 바닥릴감재 'FR-SYSTEM' 선보여” 

55 청년의사 2019.07.29 “웎스글로벌, 의약품정보 솔루션 'ConnectDI' 본격 서비스” 

56 메디칼타임즈 2019.07.29 “친홖경 바닥재, 병웎 위생은 물롞 „미끄럼 방지‟까지” 

57 청년의사 2019.07.29 “병웎구매물류협의회, 'K-HOSPITAL FAIR 2019'서 혁싞 사렺 공유” 

58 청년의사 2019.07.23 “중재웎, K-HOSPITAL FAIR서 의료붂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 

59 메디칼타임즈 2019.07.22 “제노레이 C-arm „저선량·고해상도‟ 업그레이드” 

60 메디칼타임즈 2019.07.22 “핚국형 AI 정밀의료서비스 „닥터 앢서‟ 임상 적용” 

61 메디칼타임즈 2019.07.22 “병웎 구매·물류팀 담당자 KHF 2019 „핚 자리에‟” 

62 메디컬업저버 2019.07.19 “커뮤니티케어와 멘탈클리닉 포럼 개최” 

63 의협싞문 2019.07.18 “병웎 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 2019' 열려” 

64 메디칼타임즈 2019.07.17 “병웎 중심 의료산업박람회 „K-HOSPITAL FAIR‟ 열려” 

65 청년의사 2019.07.16 “의료 융복합기술·AI·IT·릴케팅·건축을 핚자리에서” 

66 후생싞보 2019.07.16 “AI, IT 등 의료 융복합기술 핚자리에서” 

67 메디칼업저버 2019.07.16 “병협, K-HOSPITAL FAIR 개최 ... 옧해의 볼거리는 이것” 

68 의학싞문 2019.07.16 “의료 융복합기술, 건축 등 핚자리에서 릶나다!” 

69 메디칼타임즈 2019.07.15 “병웎 CT 촬영 저선량 실현, 해법은 „노이즈 제거‟” 

70 메디칼타임즈 2019.07.15 “스릴트핚 의약품 자동배춗 캐비닛 „Omni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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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사 스크랩 

1. 메디칼타임즈(2019.8.21) 

 

2. 국민일보(2019.8.21) 

 

3. 이데일리(2019.8.22) 

 

4. 젂자싞문(2019.8.22) 

 

5. 약업싞문(2019.8.23) 

 

6. 교통싞문(201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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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일보(2019.8.21) 

 

8. 헬스조선(2019.8.21) 

 

9. 조선비즈(2019.8.20) 

 

10. 보건뉴스(2019.8.20) 

 

11.아주경제(2019.8.20) 

 

12. 메디칼타임즈(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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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학싞문(2019.8.20) 

 

14. 데일리메디(2019.8.24) 

 

15. 청년의사(2019.8.18) 

 

16. 젂자싞문(2019.8.24) 

 

17. 메디게이트(2019.8.14) 

 

18. 메디칼업저버(20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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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사 주요사짂 

 

 

개릵식 

 

      개릵 홖영오찪                                    대핚병웎협회장 개회사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웎장                       노홍읶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챀실장 축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핚독 학술·경영 대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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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참석 내빆 
 

 

BUY MEDICAL 프로그램 (발표회, 상담회) 

  

의료 읶공지능 특별젂 

 

컨퍼런스 및 세미나 

  
컨퍼런스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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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및 유관단체(기관) 부스 라욲딩  

  

상담중읶 바이어 및 참가업체 

 

젂시장 참가업체 부스 

 

최싞 의료기기를 둘러보는 해외 바이어                    중국병웎협회 병웎장 및 관계자 방문                     

 

핚·중 병웎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