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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회에서 주최한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

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대표단체로서 본회는 회원병원의 이익증

진을 넘어 국내 의료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인들이 힘을 합쳐 처음으로 준비

한 이번 박람회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본회의 노력만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병원의료산업의 시대적 가치와 관련업계 

종사자 및 병원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박람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한국의료산업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인 박람회로 

거듭나고, 모든 병원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깊은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본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10일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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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참석 VIP 대기실]                                  [본회 박상근 회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개막식 참석을 위해 온 주한 오스트리아 참사관]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

       [개막식에 참석한 초청 VIP]                                  [개막식 국민의례]

       [정의화 국회의장 축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Ⅱ. 행사 사진
 

[ 개막식 – 테이프 컷팅식 ]

 

[ 본회 박상근 회장 박람회 개회사 ]

 

[ 전시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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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는 박상근 회장과 문형표 장관]        [전시장 관람중 담소하는 박상근 회장과 문형표 장관]

 

       [전시장 관람중인 본회 박상근 회장과 정의화 국회의장]     [콜라보레이션관 참여 업체]

       [콜라보레이션관]                                                   [참여업체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참관객]

       [콜라보레이션관]                                             [콜라보레이션관]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하지마비환자 재활로봇이용 도보]

 

       [하지마비환자 개막식 퍼포먼스]                                  [개막식 테이프 컷팅을 준비중인 내빈]

       [개막식 테이프 컷팅]                                             [개막식 테이프 컷팅]

       [내빈 전시장 관람]                                             [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는 박상근 회장과 문형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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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나장 모습]                                                      [세미나장 모습]

 

       [세미나장 모습]                                                      [등록데스크에서 참가신청중인 참관객]

       [박람회 기간중 개최된 본회 상임이사회]                        [한국외과연구재단에 재난 구호장비 증정]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입원실 모델하우스]                                                [참여업체 부스]

 

       [참여업체 부스]                                                      [참여업체 부스]

       [참여업체 부스]                                                      [참여업체 부스]

       [전시장을 찾은 많은 참관객]                         [세미나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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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를 준비한 본회 사업국, 이상네트웍스,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후 기념촬영]            [재난대응 합동시범훈련 관련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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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시회 현황

■ 전시회명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4)

■ 주 제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K-HOSPITAL FAIR

■ 일 시 2014.09.25(목) ~ 28(일) 10:00~18:00, 4일간

■ 장 소 KINTEX 제2전시장 9홀

■ 전시품목 병원의료산업 전분야

■ 규 모 6,729sqm(㎡), 116개 업체 301개 부스 / 세미나 : 23개 session(87개 강좌)

■ 주 최 대한병원협회

■ 주 관 ㈜이상네트웍스, 미래의료산업협의회

■ 후 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TRA, 

한국관광공사,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국제의료관광협회(MTA KOREA)

■ 홈페이지 www.k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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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관계자, 대학생, 일반시민 등 15,2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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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의료전시관, 

로봇관

기관 전시관 (병원•정부기관•지자체)

■ 기타 기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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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제인증 

전시회로 4회 연속 인증을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의 글로벌 TOP 박람회로 도약

●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 확산을 통한 병원의료산업의 투자 활성화

나. 배 경

●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병원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부창출 및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의 해외확산을 통한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활성화 등 병원의료산업 발전의 투자 활성화 및 일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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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해오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국제인증 전시회로 4회 연속 인증

●  기존 병원의료산업전시회 (11년) 바탕으로 향후 규모 및 내용 보안 확대 발전을 모색하고 국제적 경쟁이 가능

한 글로벌 TOP 전시회를 만들기 위하여「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4)」

기획

다. 운 영

●  본회 주최의 'K-HOSPITAL FAIR 2014'는 의료현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병원인들이 준비한 박람회로 국내외 

관련 주요 병원의료산업을 한자리에 전시하여 최신 의료산업의 동향은 물론 미래의료기술 및 최신 의료시스템

을 선보임

●  기본 전시회(제약, 의료기기, BT 및 NT, 병원건설 및 장비, IT 및 의료기술융합, 건강관리지원 등)이외에 병원

의료산업의 Blue Ocean인 콜라보레이션관, 미래창조의료 전시관, 로봇관, 병원ㆍ유관기관 홍보 전시관 등 특

별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국내외 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등 기존의 의료전시회와는 차별화하여 의료현장의 

need와 미래의 예측수요에 초점을 맞춤

●  관람객들에게 보다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가기업에는 최고의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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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 및 컨퍼런스

구 분     세션 내용

전시장내 세미나실

(open stage)

● 신제품 설명회 (지멘스, GE, 삼성메디슨, 메타포뮬러, 키너스, ED 등)

● 투자 설명회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 재활의료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교수, 네덜란드, 프로토텍, H성형외과)

●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교수)

● 의료로봇 (한양대 한창수 교수, KIST 강승종 교수)

전문세미나실

(301호 ~ 304호)

(307호) 

(403호, 404호)

(6C홀)

● 한•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 대한병원협회 & 중국병원협회 

● 의료분쟁조정 제도 및 사례 소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대한병원협회 회의(컨퍼런스) 및 세미나

    -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서울시병원회

● 병원 신•증축(리모델링) 전략 및 사례(유료) - HM&컴퍼니

●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원현황 

    - 대한외과학회(외과재난대응팀)

● 감염관리와 병원종사자 근골격 질환예방

    - ㈜케이엠헬스케어 & ㈜리낙코리아 

●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구축 실행방안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법률 쟁점 - 법무법인(유) 화우

●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 - 국제의료관광협회(MTA KOREA)

● 글로벌 의료한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 한국의료수출협회 & 지멘스헬스케어

●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공통교육(유료) -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 건진센터 운영전략(유료)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 병원개원의 프로세스와 성공개원 가이드 라인

    - 프라임코어컨설팅 & 한국병원경영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대한병원협회 전산정보팀

● 대한기능의학회 세미나 및 대국민강좌 - 대한기능의학회

● 의료기관의 임상영양 활성화 - 대한영양사협회

● 의료기관 인증제의 현재와 미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 행사장 구성

 

 

  

[킨텍스 제2전시장]

[세미나실 - 제2전시장 3층, 4층]

[전시장 : 제2전시장 9B홀]

[세미나실 : 6C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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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1차 사업위원회

‘14.7.7(월) 18:30~20:3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가칭)2014년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개최 세부 운영 

방안 논의

박람회 개최 관련 실무 점검회의

‘14.7.16(수) 07:00 ~ 09:00

르네상스서울호텔 로터스룸

박람회 부스유치 및 컨퍼런스 관련 현황과 박람회 총괄운영 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업무분장표, 개막식 운영 관련 시나리오 등 보고와 세부 진행 계획 논의

박람회 개최 관련 실무 점검회의

‘14.7.24(목) 17:00~19:00

이상네트웍스 회의실

박람회 개최 전반적인 상황 점검 및 부스 유치, 세미나 및 컨퍼런스 유치 논의

박람회 전시장 및 세미나실 사전

답사 및 점검회의

‘14.8.5(화) 14:00~17:30

KINTEX 제2전시장

박람회 개막식 및 세미나 개최 관련 현장시설 및 현장사항 체크

참관객 모집 및 홍보 사항, 박람회 특별관 컨텐츠 준비 및 점검

박람회 개최 관련 실무 점검회의

‘14.8.14(목),8.21(목),8.29(금) 

17:00~19:00

이상네트웍스 회의실

관람객모집, 홍보, 부스영업, 기자회견 및 참가업체 설명회, 개막식 등 관련 사항 

준비 및 점검

박람회 개최관련 진행사항 중간점검 및 참관객 유치 전략 논의

2014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기자회견

‘14.8.28(목) 11:00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전문지 및 일간지 기자 50여명 참가

박람회 주요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2014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참가업체설명회

‘14.8.28(목) 14:00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박람회 참가업체 관계자 참가

박람회 주요 내용 설명 및 행사운영과 부스 설치관련 메뉴얼 안내

재난관련 세미나 및 훈련 개최 준

비회의

‘14.9.1(월) 20:00~21:30 

한국외과연구재단 회의실

대한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세월호 사고의 현장 의료지원을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원현황’ 세미나와 연계하여 외상환자 이송 및 재난현장에서의 헬기 이용 시현에 

대한 구체적 실현 방안 논의

제3차 사업위원회

‘14. 9. 4(목) 08:30~09:30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박람회 개최관련 최종 사항 보고 및 박람회 개최 운영방향 최종 점검 

4. 추진경과

구 분 주요 내용

제5차 사업위원회 
2014년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개최 관련 본회 

주최 명칭 사용 등에 대한 관련사항 검토 및 논의

제6차 사업위원회
본회 기존 병원의료산업전시회와의 관계설정 및 영향 등과 수익 배분 문제 등 

본회 주최명칭 허용에 따른 제반사항 등 검토 및 논의

제7차 사업위원회

‘14.1.8(수) 07:00~08:00

르네상스서울호텔 

비즈니스센터애플룸

본회의 전시회 발전과 글로벌 TOP전시회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가칭) 2014년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관련 본회 

“주최명칭 사용 승인”여부 최종 논의 후 승인

제29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14.1.16(목) 12:00~13:30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KINTEX에서 올 9월에 개최될「(가칭)2014년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의 본회 “주최명칭 사용 승인” 최종 의결

제8차 사업위원회 

‘14.1.16(수) 14:00~15:00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

「(가칭)2014년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개최 세부 운영 

방안 논의

제9차 사업위원회

‘14.1.28(화) 18:30~20:3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개최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 논의

주요추진일정, 부스참가비 및 할인율, 전시 카테고리 분류 등 확정

2014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기자회견

‘14.2.12(수) 11:00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

전문지 및 일간지 기자 50여명 참가

박람회 개최 목적 및 취지, 운영방향 및 기대효과 등 박람회 개최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제1차 박람회 개최 관련 

실무 전략회의

‘14.2.26(수) 07:00~09:00

르네상스서울호텔 로터스룸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개최에 따른 추진

사항 보고 및 업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방향성과 홍보 및 부스 유치 방안 논의

제2차 박람회 개최 관련 

실무 전략회의

‘14.3.24(월) 18:30~20:30

한국기술센터 21층 용궁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개최에 따른 추진사

항 보고 및 향후 추진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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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관

콜라보레이션관
 - 전시장 입구에 특별관 설치 

    - 수술실, 입원실, 상담관등을 구성, 미래의료산업에 대한 이해 극대화

미래창조의료전시관
 - 미래신의료기술 시현을 통해 전문 의료진 방문 확대

    - 게임을 이용한 재활로봇 및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 전시(의료게임관)

로봇관
 -  국내 및 해외 의료로봇과 재활로봇을 전시 및 첨단미래 메디컬테크놀러지  

 시연 추진

기관 전시관
 -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수출

    - 병원홍보(국제진료센터 등), 지자체, 외국 상공회의소 등

       [콜라보레이션관]                                             [미래창조의료전시관]

 

        [미래창조의료전시관]                                            [로봇관]

 

       [기관전시관]                                                        [기관전시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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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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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참가업체 구 분 업체명

의료기기

윈스피아

기관전시관

엠지비엔도스코피

창공이앤씨 열린세상

코포스트 옥서스

태양자동문 우영메디칼

퍼시스 원스타인터내셔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디

보건의료산업

대경산업 인포피아

디퍼스코리아 조선기기

메타포뮬러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백건의료기 지멘스

분당서울대병원 

현실치료실
지엠에스

쓰리엘랩스 KM헬스케어

씨엘게임즈 크리스탈옵틱

아나츠 태양기계

원산업
프레저니우스메디칼케어

코리아

제이엠텍 코리아 한림의료기

코리아테크 지이헬스케어코리아

프로토텍

관공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한국야스카와전기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주한 터키 대사관

호미

기타

기가찬

APPLIED DEXTERITY 농협생명

엔티메디 신한금융

기관전시관

대한대장항문학회 KDB금융그룹

연세대학교 의료기기개발

촉진센터

116개 업체, 301개 부스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다. 참여업체

구 분 업체명 구 분 업체명

IT 및 의료기술융합

메디칼스탠다드

바이오산업

메디젠휴먼케어

생활낙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아이지엠 삼진제약

엔도메딕스 세명에버에너지/듀퍼탈

유비케어 올림푸스한국

케어캠프 유한양행

키너스 일동제약

한국엡손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한국원격영상의학원 SK 케미칼

WOLTERS KLUWER HEALTH

의료기기

개명메디칼

병원의료수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고려휴먼테크

삼성서울병원 굿플

연세대학교의료원 대화기기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덴티스

전남대학교병원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동신병원 디 앤 지

세종병원 리노셈

미즈메디병원 리스템

윌슨기념병원 마인드레이

우리들병원 매시인스트루먼트

씨유메디칼시스템 메디아나

오텍 미라

한신메디칼 바이오넷

병원건설인테리어

고구려시스템 비멤스

동양후로아 삼성메디슨

삼협종합건설 서일퍼시픽

아라마크 주식회사 신풍제약

에이스힌지텍 신화가운

에이치엠엔컴퍼니 씨아이피통상

엠오디 에스엠허스

와이에이치비 엘케이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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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박람회 부스 배치도라. 기타 

<지멘스>

● 지멘스 모바일클리닉(무료이동건강검진-검진버스) 운영

● 일반인 대상 무료건강검진 실시

● 뉴고려병원, 명지병원,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무료 의료봉사 참여

    - 일 시 : 2014.9.26(금) ~ 27(토) 10:00~12:00

    - 장 소 : KINTEX, 제2전시장 9B홀

    - 인 원 : 1일 최대 20명

    - 검진항목 : 키, 몸무게, 체지방, 시력, 문진, 복부초음파

<대한대장항문학회>

● 일반일을 위한 대장 콘솔 부스 운영

●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의료진 설명

 



28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결과보고서   29 

K-HOSPITAL FAIR 2014K-HOSPITAL FAIR 2014

<전문 세미나 ROOM>

일 자 내 용 주 관

9.25
(목)

한ㆍ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대한병원협회 & 중국병원협회

의료분쟁조정 제도 및 외국인환자 사례 소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서울시병원회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대한병원협회 총괄지원국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이사회 및 업체설명회 대한중소병원협회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교육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9.26
(금)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구축 실행방안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건짐센터 운영 전략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세미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병원 신ㆍ증축 전략 및 사례 (주)HM&컴퍼니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 활성화 대한영양사협회

의료기관 인증제의 현재와 미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병원개원의 프로세스와 성공개원 가이드 라인 프라임코어컨설팅&한국병원경영연구원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인력양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원현황 대안외과학회(외과재난대응팀)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법률쟁점 법무법인(유)화우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교육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 대한병원협회 전산정보팀

9.27
(토)

감염관리와 병원종사자 근골격 질환예방 ㈜케이엠헬스케어 & ㈜리낙코리아 

글로벌 의료한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한국의료수출협회 & 지멘스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 국제의료관광협회(MTA KOREA)

9.28
(일)

대한기능의학회 세미나 및 대국민강좌 대한기능의학회

2.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세미나&컨퍼런스)

가. 개요

• 일 시 : 2014. 9. 25(목)~28(일), 4일간

• 장 소 : KINTEX 제2전시장 301~304호, 307호, 403~ 404호, 6C홀, 전시장내 세미나실(open stage)

• 내 용 : 2014 대한민국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23개 세션, 87개 강좌 개설 운영)

<전문 세미나 ROOM>

-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원현황(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 IT로 인한 건강ㆍ의료의 혁신 패러다임(IoT 전문가 카이스트 김지현 교수) 등

<전시장내 세미나 ROOM (open stage)>

- 의료용 재활로봇(로봇의학 국내전문가 한양대학교 한창수 교수)

- U-Rehabilitation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재활치료(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교수)

- 신제품설명회, 투자설명회, 재활의료 운영 등

나.  내용

 < 전시장내 세미나 ROOM (open stage)>

일 자 시 간 내 용 주관 및 강사

9.25
(목)

세 션 의료로봇(수술/재활로봇) / 신제품 및 투자설명회

13:00 ~ 14:00 투자 설명회 오스트리아

14:00 ~ 15:00 신제품 설명회 GE

15:00 ~ 16:00 로봇의학 한양대학교 한창수 교수

16:00 ~ 17:00 미세로봇 KIST 강승종 교수

9.26
(금)

세 션 재활의학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신제품 및 투자 설명회

11:00 ~ 12:00 네덜란드 재활 어플리케이션 산업 네덜란드

12:00 ~ 14:00 신제품 설명회 삼성메디슨

14:00 ~ 15:00 U-Rehabilitation,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재활치료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교수

15:00 ~ 16:00 의료분야에서의 3D프린터 기술소개 및 활용사례 프로토덱

16:00 ~ 17:00 3D프린터 활용사례 H 성형외과 백원환 원장

9.27
(토)

세 션 신제품 및 투자 설명회

11:00 ~ 12:00 신제품 설명회 Wolters Kluwer(싱가폴)

12:00 ~ 13:00 신제품 설명회 메타포뮬러

13:00 ~ 14:00 신제품 설명회 지멘스

14:00 ~ 15:00 신제품 설명회 (주)키너스

15:00 ~ 16:00 신제품 설명회 ED

16:00 ~ 17:00 투자설명회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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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금)

10:00 ~ 
12:00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영양 활성화

주관 : 대한영양사협회

좌장 :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 회장

의료기관에서 임상영양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기초영양관리료 수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이송미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영양팀장

임상영양서비스 직무표준안 : 이상지질혈증

김은미 강북삼성병원 영양실장

집중영양치료에서 임상영양사의 역할

라미용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파트장

307호

12:00 ~ 
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 ~ 
15:00

의료기관 인증제의 현재와 미래

주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인증제의 현재와 미래

황인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1팀 팀장 

이운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팀 팀장

307호

14:00 ~ 
16:00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주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분야 인력양성사업 소개

윤나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장

병원국제마케팅 상품개발 우수사례

(재외동포 플랫폼 기반의 힐링 상품개발)

김형민 경희청담연한의원 원장

외국의료인 연수현황 및 중장기방향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방법 등)

김진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협력센

터장

의료통역사 인력현황 및 전망 분석

정진철 서울대학교 산업인력개발학 교수

403호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법률 쟁점

주관 : 법무법인(유) 화우

좌장 : 김만오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

사

병원운영과 관련한 보건의료관련 법률 이슈

이경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방안

김재춘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토론

404호

16:00 ~
18:00

전시장 관람

다.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9.25

(목)

15:00 ~ 
17:00

의료분쟁조정 제도 및 외국인환자 사례 

소개

주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장
403호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사례

류수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무국장

17:00 ~ 
18:00

전시장 관람

9.26

(금)
10:00 ~ 
12:00

병원개원의 프로세스와 성공개원 가이

드 라인

주관 : 프라임코어컨설팅 & 한국병원경

영연구원

좌장 :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

구실장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개원준비 노하우

박병상 (주)프라임코어컨설팅 이사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개원프로세스 바로알기

이영신 (주)프라임코어컨설팅 대표

의료계획에 따른 병원공간 설계

서현수 (주)프라임코어컨설팅 과장

올바르게 투자하고, 똑똑하게 병원경영하기

정용호 회계법인길인 공인회계사

403호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

원현황 

주관 : 대한외과학회(외과재난대응팀)

좌장 : 정상설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정철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회장

한국 재난의 역사와 교훈  

김남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과 교수

세월호 사고의 현장 의료지원을 통해서 본 

재난의료 지원의 문제점 

이동규 목포한국병원 외과 과장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심리치료 

이소영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외상환자 이송 및 재난현장에서의  헬기의 이용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

재난의료에서의 외과의사의 역할 

김재훈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

토론

404호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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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설명회

일 자 시 간 내 용 주 관 장 소

9. 25

(목)

의료로봇(수술/재활로봇) / 신제품 및 투자 설명회

전시장

내 

(Open 

Stage)

12:00 ~ 13:00 유전체 분석기술과 헬스케어 산업
조은영 ㈜디엔에이링크, 

DNAGPS사업부 이사

13:00 ~ 14:00 오스트리아 투자설명회 오스트리아

14:00 ~ 15:00 GE 신제품 설명회 GE

15:00 ~ 16:00 재활의료로봇
한창수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공학대학장)

16:00 ~ 17:00
터키 의료기기 수입정책 및 투자설명

회
B. Kaan Kokturk, 주한터키대사관 상무관

9. 26

(금)

재활의학·웨어러블 다바이스 / 신제품 및 투자 설명회

10:30 ~ 11:00 폴란드 의료정책 및 투자설명회 Karol Peczak, 주한폴란드대사관 상무관

11:00 ~ 12:00 네덜란드 재활 어플리케이션 산업 네덜란드

13:00 ~ 14:00 YASKAWA 의료로봇 YASKAWA Okuda Masamitsu

14:00 ~ 15:00
U-Rehabilitation,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재활치료
백남종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

15:00 ~ 16:00
의료분야에서의 3D프린터 기술소개 및 

활용사례
송윤근 프로토텍 대표

9. 27

(토)

신제품 및 투자 설명회

11:00 ~ 12:00 병원 솔루션 Wolters Kluwer Health

12:00 ~ 13:00 영양테라피와 병원 경영 김종철 메타포뮬러 대표

13:00 ~ 14:00 SIEMENS 신제품 설명회 지멘스

14:00 ~ 15:00 판매중개, 솔루션 키너스

15:00 ~ 16:00 효과적인 지방줄기세포 사용법 ED

9.27

(토)

10:00 ~ 
12:00

감염관리와 병원종사자 근골격 

질환예방

감염관리를 위한 PPE(의료진 보호용품)의 국제

표준

박현림 ㈜케이엠헬스케어 학술마케팅팀장 

이재용 ㈜케이엠 연구소 연구2팀 부장    

병원종사자 근골격계 질환예방과 환자안전

차상은 ㈜리낙코리아 인체공학연구소 소장 

CTO(박사)

403호

글로벌 의료한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전략과 사례

홍민철 한국의료수출협회 사무총장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최기우 지멘스헬스케어 International Business 

& Hospital Solutions팀 이사

404호

12:00 ~ 
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 ~ 
16:00

글로벌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

주관 : 국제의료관광협회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마케팅

Abrianna A. Kim MTA KOREA 대표

스마트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디지털 마케팅

Abrianna A. Kim MTA KOREA 대표

404호

16:00 ~ 
18:00

전시장 관람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34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결과보고서   35 

K-HOSPITAL FAIR 2014K-HOSPITAL FAIR 2014

    ■병원 신·증축 전략 및 사례 (건축 기획·설계·건축·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일 자 시 간 내 용 발 표 장 소 비 고

9. 26

(금)

09:40 ~ 10:00
접수 및 등록 

- 개강식 : 과정 및 일정소개
사회자

302호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 

HM&컴퍼니

(Tel : 02-444-6480)

10:00 ~ 10:50

병원의 신·증축 기획

- 병원 신·증축의 타당성

- 병원 신·증축 시 고려사항

- 병원개원준비 계획 및 실행

임배만 (주)HM&컴퍼

니 대표

10:50 ~ 11:40
해외병원의 신·증축 설계

- 해외병원의 설계 사례
원형준 범건축 사장

11:40 ~ 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3:30 ~ 14:20

중소병원의 신·증축 설계

- 중소병원의 신축설계

- 중소병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

김주석 토우재건축 

대표

14:20 ~ 15:10

국내 대형병원의 신·증축 설계

- 대형병원의 신축설계

- 대형병원의 증축 및 리모델링

박원배 정림건축 

이사

15:10 ~ 15:20 Coffee Break

15:20 ~ 15:30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설명회
김성민 한국시설안전

공단 과장

15:30 ~ 16:20
중소병원의 건축사례

- 중소병원의 건축 및 리모델링 사례

정진호 삼협종합건설 

팀장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구축 실행방안

일 자 시 간 내 용 발 표 장 소 비 고

9. 26(금)

10:00 ~ 10:30 등록

301호

별도접수(무료)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Tel : 02-705-9248)

10:30 ~ 12:00 환자안전 활동의 국제적 동향 JCI

12:00 ~ 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3:30 ~ 14:20 환자안전과 질향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4:30 ~ 15:20
환자안전을 위한 점검 Ⅰ

- 시설안전/ 화재안전
병원사례

15:30 ~ 16:20
환자안전을 위한 점검 Ⅱ 

- 정보 전달체계
병원사례

16:30 ~ 17:20 환자안전 문화 구축 사례 병원사례

    ■건진센터 운영전략

일 자 시 간 내 용 발 표 장 소 비 고

9. 26

(금)

10:00 ~ 10:30 등록 및 영상강의

302호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국제학술국

(Tel : 02-705-9246)

10:30 ~ 11:30
건진센터의 운영전략

강상권 강북삼성병원 행정부원장

11:30 ~ 11:40 Coffee Break

11:40 ~ 13:00
고객이 말해주지 않는 우리의 실수들

최정윤 그로우이앤씨 대표

13:00 ~ 14: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30 ~ 15:30
건진후 사업장 사후관리

박수헌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15:30 ~ 15:40 Coffee Break

15:40 ~ 16:40
건진센터의 현재와 미래

김희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파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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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병원 산업 및 학술교류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 25

(목)
10:00 ~ 11:00

한국의 보험의약품 관리제도

주관 : 대한병원협회 & 중국병원협회
403호

    ■대한기능의학회 세미나 및 대국민강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26

(금)

09:00~09:30
기능의학의 총론

최낙원 대한기능의학회 회장

404호

별도접수(무료)

문의처 :

대한기능의학회 

사무국

(Tel : 02-924-8274, 

www.kifm.kr)

09:30~10:00
줄기세포치료와 면역치료요법

민원식 닥터민의 코골이클리닉 원장

10:00~10:30
장이 건강해야 장수한다

전우규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10:30~11:00
류마티스 질환, 기능의학치료는 전통약물요법과 무엇이 다를까?

정성수 정성수류마티스내과 원장

11:00~11:30
백세까지 꼿꼿하게 세우기

박진규  굿스파인병원 원장

11:30~12:00
기능의학을 이용한 해독치료

이득주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증진센터 소장

12:00~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14:30
올바른 식이가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정승필 영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14:30~15:00
무엇을 먹을까?

조경근 영등포병원 신경외과 원장

15:00~15:30
통합의학적 암치료

김진목 부산대학교병원 통합의학센터 교수

15:30~16:00
술-장-간-전신 커넥션,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자

박병진 차의과학대학교 차움 가정의학과 교수

16:00~16:30

누가 코끼리를 보았는가? 암, 심장병, 뇌졸중, 당뇨, 치매의 원

인은 같은병이다.

성상엽 하나로의료재단 연구소장

16:30~17:00
한국인의 암 발생, 왜 많아졌는가?

박양규 전북익산병원 원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26

(금)

09:00 ~ 09:30 등록

6C홀

별도접수(무료)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전산

정보팀

(Tel: 02-705-9238)

09:30 ~ 09:45

개회식

개회사 (대한병원협회 병원정보화위원장)

환영사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09:45 ~ 10:15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사항 소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과

10:15 ~ 10:35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애로점 

조주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외래원무 팀장

10:35 ~ 11:00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시 문제점 해결방안

선홍규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외래업무 파트장

11:00 ~ 12:20 토론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12:20 ~ 12:30 질의 응답

12:30 ~ 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 ~ 14:40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

이재근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획부 수석연구원

14:40 ~ 15:4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병원의 준비사항

기태현 (주)라온씨큐어 이사

15:40 ~ 16:00 종합질의 및 폐회식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26

(금)

14:00 ~ 15:20

IT로 인한 건강·의료의 혁신 패러다임

김지현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

병원 전략경영 시나리오 플래닝

김영훈 을지대학교 보건대학원장

303호

별도접수

문의처 :

대한전문병원

협의회 사무국

(Tel : 02-702-7212)

15:20 ~ 15:40 Coffee Break 및 후원업체 소개

15:40 ~ 16:40

병원의 서비스 디자인 혁신과 고객 창출

권정아 부민병원 CS팀 책임간호사

모바일 시대의 웹(Web) 마케팅 전략

채승병 메디인사이드 대표

16:40 ~ 17:00 경품추첨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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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행사

가. 개막식

<개요>

•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1:00

• 장 소 : KINTEX 제2전시장 9홀 입구

• 내 용 : 재활로봇 시연 ⇒ VIP 테이프 컷팅 ⇒ 전시장 참관 ⇒ 오찬

<식순>

시간 내용 세부내용

10:40~11:00(20‘)

VIP 영접 제2전시장 9홀 VIP실

개막식 축하공연 타악퍼포먼스 ‘두드락’

개막식 장소 이동 제2전시장 9B홀 앞(VIP)

11:00~11:20(20‘)

내빈소개(단하 지정석) 사회자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1절)
사회자

개회사 협회장

축 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1:20~11:30(10‘)
하지장애인 재활보행로봇 시현 사회자

테이프 커팅 사회자

11:30~12:00(30‘) 전시장 관람 VIP 및 내빈

<주요 내빈>

ㆍ정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ㆍ국회 :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의원

ㆍ대한병원협회 : 박상근 회장 및 상임이사

ㆍ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및 전회장 :  한두진 명예회장, 라석찬 명예회장, 김광태 명예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김윤수 전 회장

ㆍ유관단체 :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

증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차기회

장, 정명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추호경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ㆍ미래의료산업협의회 : 신병순 회장 및 임원진

ㆍ기 타 :  Franz Schrod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  

 Wu Bin 광동중산대학부속제3병원장 등 총 100여명 참석

    ■수련병원 (전공의)지도전문의 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비 고

9. 25

(목)

09:00 ~ 09:30 등록

6C홀

별도접수(유료)

문의처 : 

대한병원협회 병원

신임평가센터

(Tel : 02-70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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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6

(금)

09:00 ~ 09:30 등록

6C홀

09:30 ~ 10:30 전공의를 위한 의료윤리 

10:30 ~ 11:30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11:30 ~ 11:40 Coffee Break

11:40 ~ 12:40 효과적인 전공의 교육 및 평가 방법

12:40 ~ 13:40 전공의 수련관련 규정

    ■대한병원협회 컨퍼런스 

회의명 일 시 장 소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 2014.9.25(목) 10:00 404호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2014.9.25(목) 13:30 404호

중소병원을 위한 제품설명회(GE) 2014.9.25(목) 17:30 404호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합동이사회 2014.9.26(금) 12:00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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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찬

<개요>

• 일 시 : 2014년 9월 25일(목) 12:00

• 장 소 : KINTEX 제2전시장 403호

<식순>

시간 내용 세부내용

12:00~12:05(05‘) VIP 및 내빈 자리 착석 사회자

12:05~12:20(15‘)

격려사

정의화 국회의장

박인숙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의원

김광태 국제병원연맹회장(IHF)

건배제의

한두진 명예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김윤수 전 회장

정영진 사업위원장

12:20~13:00(40‘) 오찬 사회자

<주요 내빈>

ㆍ국회 : 정의화 국회의장, 박인숙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의원

ㆍ정부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ㆍ대한병원협회 : 박상근 회장 및 상임이사

ㆍ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및 전회장 :  한두진 명예회장, 라석찬 명예회장, 김광태 명예회장,  

 유태전 명예회장, 김윤수 전 회장

ㆍ유관단체 :  류호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차기회장, 정명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ㆍ미래의료산업협의회 : 신병순 회장 및 임원진

ㆍ기 타 :  Franz Schroder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참사관,  

 Wu Bin 광동중산대학부속제3병원장 등 

            총 90여명 참석

 

[ 테이프 컷팅 ]

 

[ 척수마비환자 재활로봇 시연 ]

 

 

[ 전시장 관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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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사결과

1. 참관객 및 바이어

가. 일자별 참관객 현항

참관객 인원

날짜 인원 비율

9월 25일(목) 3,642 24%

9월 26일(금) 6,559 43%

9월 27일(토) 3,099 20%

9월 28일(일) 1,952 13%

총계 15,252 100%

나. 참관객 직업분류

참관객 직업 분류

분류 인원 비율

병원관리자 4,118 27%

제조,판매 3,355 22%

의사 2,135 14%

기타 1,983 13%

학생 1,068 7%

병원장 610 4%

간호사 610 4%

정부기관,단체 458 3%

연구,교육 305 2%

주부 305 2%

제약 153 1%

무역,유통 153 1%

다. 재난대응 합동 시범훈련

 

<훈련개요>

• 일 시 : 2014. 09. 26(금), 13:00 ~ 13:3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B홀 입구 앞 야외무대 및 무료주차장

• 목 적 : 재난발생시 의료진ㆍ소방 합동 현장투입으로 보다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시범훈련

• 내 용 : 세월호 관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의 재난의료 지원 세미나와 연계하여 진행

• 시 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일산소방서 현장대응단, 대한외과학회 외과재난대응팀

• 참가인원 :  의료진 3명(아주대병원), 특수대응단 13명(구조5명, 조종4명, 정비2명, 안전요원2명),  

 일산소방소 6명(진압3명, 구급3명)

• 동원장비 : 기동장비(5대), 헬기 2대(아구스타, 까모프), 펌프1, 

                 구급2 구조장비(2대) : 휴대용 유압장비 셋(등짐펌프, 콤비정단기)

• 참      관 : 정부관계자, 관련기관 및 학회 담당자, 병원 관계자 및 일반인 등

<주요훈련내용>

ㆍ대량재난 시에 소방방재청 특수대응단과 의사들의 합동 구조·구급활동에 대한 훈련

ㆍ 엠블란스 구급이송 뿐만아니라, 항공전력을 이용 의료진과 소방대원 등을 재난현장에 신속 투입하여 치료함과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입체적 훈련

구분 훈련 내용

1단계

(현장진입)

· 헬기진입(까모프/1차 →아구스타/2차)

· 까모프(구조대원 4명/레펠하강 및 유압장비)

· 아구스타(의료진3명/호이스트하강)

2단계

(인명구조)

· 특수대응단(차량 인명구조/유압장비)

· 일산구급 및 의료진(현장응급처치)

3단계

(환자이송)

· 중상 1명-아구스타(AW139)를 이용/들 것

· 경상 4명-일산구급차량/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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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업체 (116개 업체 / 301 부스)

1-1. 의료정보시스템
케어캠프, 한국원격영상의학원, 메디칼스탠다드, 키너스, Wolters Kluwer 

Health, 유비케어

1-2. 의료서비스 아이지엠

1-3. 의료서비스 엔도메딕스

1-3. 융합기술 생활낙원

2-1. 메디칼투어리즘

윌스기념병원, 인하대병원, 이화대학교 의료원, 세종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남대학병원, 

강서미즈메디, 동신병원

2-3. 병원설비,응급장비 씨유메디칼시스템, 오텍, 한신메디칼

3-1. 병원건설 에이스힌지텍, 엠오디

3-2. 병원인테리어 동양후로아, 퍼시스, 한국시설안전공단

3-3. 병원개원정보 삼협종합건설

3-4. 병원운영지원서비스 에이치엠엔컴퍼니

3-4. 병원운영지원서비스(식품) 아라마크

3-5. 인테리어 코퍼스트, 태양자동문, 와이에이치비, 윈스피아

4-1. 바이오의료기기 올림푸스 메디칼, 메디젠휴먼케어

4-2. 바이오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삼진제약, 종근당,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SK케미칼, 

일동제약, 세명에버에너지

5-2. 시니어,재활/복지용품,기기 제이엠텍, 디페스코리아

5-3. 로봇의료 특별관
NT리서치, 한국야스카와전기(REWORK), 헥사시스템즈(한창수), 

Applied Dexterity(RAVEN)

5-4. 의료IT 백남종(분당서울대병원), 씨엘게임즈, 호미, 쓰리엘렙스

5-5. 3D 프린팅기술 아나츠, 프로토텍

5-3. 일반건강용품/기기 코리아테크, 대경산업, 메타포뮬러, 백건의료기

5-4. 건강관리지원 원산업

6-1. 일회용품,소모품/의료가운

열린세상, 엘케이메디칼, 에스엠허스, 신화가운, 원스타인터내셔널, 이디, 

구주교역(메덱스), 디앤지, 신풍제약, 고려휴먼테크, 크리스탈옵틱

케이엠헬스케어, 우영메디칼

6-2. 의료기기부품,소재 지엠에스아이엔씨㈜, 태양기계, 한림의료기, 서일퍼시픽

6-3. 진찰/진단용기기 인포피아, 미라

6-4. 수술관련기구/장비 엠지비엔도스코피, 바이오넷

6-5. 치료관련기기 메디아나㈜, 대화기기, 프레제니우스메디칼, 정우TM

6-6. 방사선관련기기 비멤스, GE, 리스템, 지멘스, 중외메디칼, 도시바, 삼성메디슨

6-7. 임삼,검사용기기 씨아이피통상

6-9. 치과관련기기 덴티스

6-10. 중앙공급실 관련기기 조선기기㈜, 마인드레이, 개명메디칼, 옥서스, 리노셈

7. 관공서 터키대사관, 오스트리아대사관

8. 금융 신한금융, 농협생명, KDB금융, 기가찬

9. 기관전시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외과학회, 연세대학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한대장항문학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 참관객 관심분야

참관객 관심분야

관심 분야 인원 비율

의료기기 5,033 33%

병원건설 및 인테리어 3,203 21%

IT 및 의료기술 융합 2,288 15%

컨퍼런스 1,830 12%

건강관리지원 915 6%

바이오 및 나노 763 5%

보험,금융,컨설팅 610 4%

제약 458 3%

 

                        <일자별 참관객 현황>                                               <참관객 직업분류>

<참관객 관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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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최신 의료기술 동향 및 미래의료산업 방향 제시

● 병원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세계적 수준의 병원의료산업 경쟁력제고 및 국부창출

● 병원 및 관련 산업 수출, 해외환자 유치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

● 최신 의료정보 제공 등

3. 전시회 Review (장점/단점/개선점)

■ 장점

● B to B 전시회 특성을 잘 살려 일반관람객이 적고, 대부분 바이어(병원관계자) 참여

●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인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 측면에 강점

● 대한병원협회의 병원신문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 국내영업 측면에서는 타 전시회보다 집중적인 타켓 영업에 좋음

●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알고있는 대한병원협회 및 병원인이 직접 병원인을 위하여 개최

● 병원의료산업 바이어가 직접 개최하고,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찾은 전시회 

●  미래창조의료특별관, 의료로봇관 및 미래병원의 수술실 및 입원실 모델하우스로 꾸민 콜라보레이션관 등  

 특별관 구성하여 미래의료의 비전을 제시

●  국내 전시회 최초로 최신 시설을 갖춘 2개의 병원 수술실 모델하우스 전시 및 최신 시설을 갖춘 입원실(4인실) 

 을 선보임

● 병원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전문 박람회 

● 세미나 및 컨퍼런스에 전문의료인 대거 참가 

● 국내 최초 공개 Wearable 재활로봇, 첨단 뇌수술로봇 및 게임과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재활치료 및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장비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미래 의료시스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단점

● 해외 참관객 및 바이어 참가 부족 및 해외 업체 참가 미미

● 중소병원 관계자 참관 미미

● B to B 전시회 특성과 주중(목, 금요일)에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대부분 개최되어 주말 관람객 적음

● 전시 규모 확대 필요(참가업체 수 및 부스 수)

■ 개선 및 보완점

● 영상의학회 등 중요 관련학회 동시 개최로 컨퍼런스 강화

● B to B 전시회 특성상 주말 관람객 적음. 내년도 날짜 조정 필요 

● 대학병원,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의 참여를 위한 콘텐츠 개발 필요

● 해외 바이어 및 업체 참가를 위한 해외 홍보 필요

● 병원장 참관 뿐만 아니라 병원 구매담당자 및 실사용 담당자들의 참여도 제고 필요

●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초청장 발송 등을 위한 참가업체의 사전 준비시간 확보 및 일정 안내 필요

● 차기년도에는 전시 규모 확대 필요

● 대한병원협회 및 산하단체 회의 및 컨퍼런스 개최시 개최 일정 참가업체들에 사전 공지

● 세미나 및 컨퍼런스 주말포함시 전시일정 동안 균등 개최 필요

● B to B 전시회 특성을 강조한다면 전시 개최 기간중 일요일은 제외하고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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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유도 X 배너 - 31개소 설치                      전시장 유도 원형 배너 - 6개소 설치

 

        K=SHOP 유도 천정 현수막 - 1개소 설치                   전시장 유도 트러스 현수막 - 1개소 설치

 

2. 등록대 및 안내데스크

       [등록작성대]                                                        [안내데스크]

[등록접수대]

Ⅵ. 행사운영
1. 부스 배치 및 동선 유도

 

 

                        [동선유도 배너설치 위치]                                     [전시장 유도간판 - 5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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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HOP 안내 천정배너]                                         [2층 빵빠레 배너]

 

       [2층 복도 천정배너]                                                [2층 빵빠레 배너]

       [전시장 소형 현수막]                                               [전시장 대형 현수막]

        [내년도 전시 알림 현수막]                                       [전시장 소형 현수막]

3. 현수막(배너/사인물) 

       [화물차 출입구 현수막]                                  [1층 입구 현수막]

 

        [빵빠레 배너]                                                       [난간 빵빠레 배너]

       [육교현수막]                                                         [육교현수막]

       [1 / 2 전시장 난간]                                                 [1층 입구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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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셔틀버스

 [운행현황]

6. 음료 및 스낵

<카페테리아>

       [1층 빵빠레 배너]                                                   [1층 빵빠레 배너]

4. 부스 및 부대시설

       기본부스                                                            병원부스

전시장내 세미나실

현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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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시장 내 VIP 동선7. 입장료

       - 10,000원 (무료입장 : 사전등록/초청장소지자/의료관계자) 

8. 운영요원 (24명)

- 도우미 2명 (콜라보레이션), 사무국 1명, 현장운영 2명, 세미나 4명, 안내 5명, 등록대 8명

   매표소 2명

9. 협력업체

구 분 업체명 구 분 업체명

부  스 동인전람 가이드북 아이엔 기획

전  기 우림샤인 홍보물 샤인유

카  펫 이상디자인 셔틀버스 하나관광 

전화•인터넷 통신실 가구/비품 렌탈서브

급배수•압축 수공산업 홀매니저 KINTEX

청소/경비 만정안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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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홍보 기사

No. 보도일자 헤드라인 매체

1 9/27 내실 다진 ‘K-Hospital Fair’ 우려를 잠재우다! 메디칼타임즈

2 9/25 미래먹거리 책임질 병원인들 축제 ‘개막’ 데일리메디

3 9/25 병원의료산업 현재와미래 한자리에서 본다 한국경제

4 9/25 휠체어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동아일보

5 8/28 미래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K-HOSPITAL FAIR 2014' 개최 예정! 뉴스토피아

6 8/28 병원산업 집결하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열린다 쿠기뉴스

7 8/28 미래 병원산업 청사진, 내달 킨텍스서 볼 수 있다 청년의사

8 8/28 대한병원협회, 9월 25일부터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조세일보

9 8/28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킨텍스서 25일부터 4일간 열려 일요신문

10 8/28 재활로봇•수술로봇..의료기술 미래상 미리 본다 이데일리

11 8/28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 의협신문

12 8/28 병원 관련 산업 한눈에…내달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연합뉴스

13 8/28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열려 약업신문

14 8/28 미래의 국제의료산업은 무엇이 선도하나 약사공론

15 8/28 병협,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내달 개최 아시아투데이

16 8/28 병원협회, 다음달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아시아경제

17 8/28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9월 25~28일 개최 ET뉴스

18 8/28 이상네트웍스, 전시 사업과 B2B 전자상거래 사업에 주목 서울경제

19 8/28 "미래의료 트렌드 목도하라!"…의료산업박람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20 8/28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내달 25일 개최 메디컬트리뷴

21 8/28 병원인들이 직접 나선 ‘의료산업박람회’ 국내서 개최 메디컬투데이

22 8/28 미래 수술실과 입원실 시연 의료산업 박람회 연다 메디컬타임즈

23 8/28 미래 의료산업 선도 K-HOSPITAL FAIR 9월25~28일 메디칼업저버

24 8/28 K-Hospital 전시회, 미래 한국 의료산업 한눈에 매일경제

25 8/28 병원인 주최 의료산업박람회 열린다 다지틀보사

26 8/28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D-28'…300개 부스 참여 데일리팜

27 8/28 미래 의료산업 기틀 마련 'K-Hospital Fair' 데일리메디

28 8/28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다음달 25일 킨텍스서 개최 닥터더블유

30 8/28 병원약사회, 병원협회와 간담회 갖고 협력 다짐 데일리팜

Ⅶ. 홍보

1. 주요 홍보현황

가. 박람회 홈페이지 운영 : www.khospital.org

나.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총 23회 발간, 30,000여 곳 E-mail 배포

다. 주요 홍보

● 기자회견(2회)

- 2014.02.12(수),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14층) 

- 2014.08.28(목),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14층)

● 직능단체장 간담회 : 2014.08.25(월), 병원간호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총 9개 단체 참여

● 보도 : 일간지 4건, 전문지 80여건

- 공중파 및 종편보도 : KBS, SBS뉴스, 동아-채널A, TV조선, 한국경제TV 등

- 일간지(4건)및 전문지 (80건)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 데일리메디 등

● 신문 및 인터넷 광고 

- 일간지 :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 전문지(인터넷 포함) :  병원신문, 메디칼타임즈, 데일리메디, 라포르시안, 메디칼업저버, 일간보사,  

 청년의사, 후생신보, 의계신문 등

- 기타 : 구글 및 네이버 의학카페 및 블로그, 핸드폰 문자 안내(네이버 26개, 다음 2개, 싸이월드클럽 7개)

<참고> eDM 및 FAX  발송 내역

연번 일자 내용 대상

1 5.14~7.30 참가업체 모집–매주 수요일 eDM 발송 (총 12회) 참가업체

2 8.6~9.17 세미나 일정 및 접수–매주 수요일 eDM 발송(총 7회)
참가업체

병원관계자

3 9.22~9.28 전시회 특별관 및 현장안내–전시주간 eDM 발송(총 6회)

참가업체

병원관계자

사전등록자

4 5.16~8.4 참가업체 모집 공문–매주 월요일 FAX 발송 (총 12회) 참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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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 홍보 광고

       - 조선일보(2014.9.27) -                                  - 동아일보 본지광고(2014.9.27) -

 

       - 조선일보 경제면광고(2014.9.26) -                            - 동아일보 본지광고(2014.9.26) -

 

       - 조선일보 본지광고(2014.9.25) -                            - 동아일보 본지광고(2014.9.25) - 

No. 보도일자 헤드라인 매체

31 7/29 K-HOSPITAL FAIR 2014 [대한병원협회지] 7,8월 호 대한병원협회지

32 6/14 의료기기 빅3 GE, 지멘스, 필립스 참가하는 ‘K-HOSPITAL FAIR’ 아이뉴스

33 5/21 의료기기 대표 업체 GE•지멘스•필립스, K-HOSPITAL FAIR 참가 서울신문

34 5/21 병협, 지멘스와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세미나 개최 청년의사

35 5/21 GE/지멘스/필립스 등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 이뉴스투데이

36 5/21 의료기기 빅3 GE, 지멘스, 필립스 참가하는 ‘K-HOSPITAL FAIR’ 아이뉴스

37 5/21 GE•지멘스•필립스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 전자신문

38 5/21 의료기기 대표 업체 GE•지멘스•필립스, K-HOSPITAL FAIR 참가 서울신문

39 5/21 의료기기 빅3(GE•지멘스•필립스) K-HOSPITAL FAIR 참여 확정 한국경제

40 5/21 병협 'K-Hospital Fair'에 의료기기 빅3 업체 참가 매일경제

41 5/21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 청년의사

42 5/21 국내 의료박람회에 의료기기 '빅3' 참여 의협신문

43 5/21 9월 국내 병원장 총집결 박람회 데일리메디

44 5/19
GE•지멘스•필립스 등 의료기산업 빅3 ‘2014 대한민국국제병원의료
산업박람회’ 참여 결정

뉴시스

45 5/19 의료기기 빅3 업체와 함께하는 의료산업 박람회 9월 킨텍스서 개최 서울경제

46 5/19 GE 지멘스 필립스 등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결정 뉴스타운

47 5/19 GE 지멘스 필립스 등 의료기기 빅3, K-HOSPITAL FAIR 참가결정 아시아투데이

48 5/19
국내 의료 글로벌화 위한 ‘K-HOSPITAL FAIR’ 의료기기산업 빅3 GE, 
지멘스, 필립스 참여 

한국경제

49 5/19 'K-HOSPITAL FAIR', 글로벌 의료기기 빅3 GE, 지멘스, 필립스 참여 전자신문

50 5/19 K-HOSPITAL FAIR, 대형 의료기기 업체들 속속 참가 메디파나뉴스

51 5/19 의료기기 빅3 업체, K-HOSPITAL FAIR 참가결정 데일리팜

52 5/13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국내외 유수 산업체 대거 참여 미래의료기술 선
보여

클리닉저널

53 5/19 GE,지멘스,필립스 ‘K-HOSPITAL FAIR’ 참가 병원신문

54 4/30 UAE 의료진과 간담회 병원신문

55 4/23 ‘K-HOSPITAL FAIR’의 해답을 CMEF에서 찾다 병원신문

56 2/17 [개최 기자회견] 대한민국 미래의료산업의 방향 제시 병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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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배너광고(데일리메디) -                                 - 인터넷 배너광고(메디케이트) -

 

       - 국문 광고 양식 -                                                 - 영문 광고 양식 -

      - 한국경제(2014.9.25) -                                  - 조선일보 헬스면 본지광고(2014.9.24) -

 

       - 조선일보(2014.9.24) -                                          - 경향신문 본지광고(2014.5.21 -

 

       - 경향신문 본지광고(2014.5.19) -                             - 병원신문 광고(2014.5.19 ~ 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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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뉴스레터

No 발송일 제목 대상자수 발송성공 오픈수

1 2014-09-27 [K-HOSPITAL FAIR 2014] 개막 3일차! 29,969 27,058 3,241

2 2014-09-26 [K-HOSPITAL FAIR 2014] 개막 2일차!! 30,080 27,087 3,053

3 2014-09-25 K-HOSPITAL FAIR 2014 개막! 30,344 27,209 3,961

4 2014-09-17 [K-HOSPITAL FAIR 2014]미래의료산업의 모든것 34,032 27,128 4,222

5 2014-09-15 [K-HOSPITAL FAIR2014]미래 병원의료산업의 모든것!! 29,096 23,642 3,959

6 2014-09-05 [대한병원협회]K-HOSPITAL FAIR 2014 32,505 27,035 6,340

7 2014-08-28 [대한병원협회]K-HOSPITAL 미래 병원의료산업의 모든 것! 31,217 25,768 5,433

8 2014-08-20 [대한병원협회]K-HOSPITAL FAIR_병원산업의 모든것 12,770 11,242 1,950

9 2014-08-14 [K-HOSPITAL FIAR 2014] 미래 병원산업의 모든것, 14,274 11,260 1,887

10 2014-08-11 [K-HOSPITAL FAIR 2014]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8,963 7,199 1,313

11 2014-08-04 [K-HOSPITAL FAIR]국내 최대 의료인이 모이는 박람회 3,174 2,418 513

12 2014-07-23 병원의료산업의 모든것, K-HOSPITAL FAIR 4,220 3,237 684

13 2014-07-18
의료인이 직접 주최하는, 병원의료산업의 모든것 
K-HOSPITAL FAIR

4,222 3,251 689

14 2014-07-09
의료인이 직접 주최하는, 병원의료산업의 모든것 
K-HOSPITAL FAIR

4,224 3,224 694

15 2014-07-03 [대한민국 국제의료산업박람회] K-HOSPITAL FAIR 2014 4,190 3,140 746

16 2014-06-19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14

3,838 3,578 852

17 2014-06-11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 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 2014

4,328 3,598 825

18 2014-06-04
Invitation Letter from K-HOSPITAL FAIR, organized 
by Korean Hospital Association

206 138 38

19 2014-06-04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 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 2014

4,155 2,992 826

20 2014-05-28 [K-HOSPITAL FAIR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3,957 2,875 734

21 2014-05-21 [K-HOSPITAL FAIR]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942 860 249

22 2014-05-21 [K-HOSPITAL FAIR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2,207 1,872 482

23 2014-05-16 K-HOSPITAL FAIR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1,093 902 315

24 2014-05-16 K-HOSPITAL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2,814 2,050 617

25 2014-04-29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781 706 159

4. 잡지광고 및 홍보기사

구분 소재 매체명 업체명 사이즈 광고 게재 기간 횟수

월간 종합 클리닉저널 클리닉저널 내지 전면 2014. 5 ~ 2014. 9 3

격월 종합 병원 대한병원협회 내지 전면 2014. 7 ~ 2014. 8 1

 

       클리닉 저널 (5월)                                                   클리닉 저널 (9월)

병원 (7~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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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광고시안]

     

     

     

   

   

 

 

 

 

 

     

     

     

   

   

 

 

 

 

 

     

     

   

   

 

 

 

 

 

[뉴스레터 본문]

       

  

6. 온라인팝업

매체 광고형태 광고 기간

구글 검색광고 9/10 ~ 9/28

N2S 검색광고 9/10 ~ 9/28

메디칼타임즈 팝업광고, 기사 9/10 ~ 9/28

데일리메디 팝업광고, 기사 9/01 ~ 9/28

메디씨앤씨 팝업광고, 이디엠 8/27 ~ 9/28

올댓닥터스 팝업광고 9/15 ~ 9/28

메디칼업저버 팝업광고 9/15 ~ 9/28

의계신문 팝업광고 9/15 ~ 9/28

의학신문 팝업광고 9/15 ~ 9/28

청년의사 팝업광고 9/15 ~ 9/28

후생신보사 팝업광고 9/15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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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홈페이지 

기간 : 2014. 03. 01 ~ 2014. 09. 29

 

   

8.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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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편 초청장 – 접지용

라. VIP 초청장

9. 초청장

가. 우편 초청장

나. 이메일 초청장

 

[표지] [내지]

[별지(개막식 초청용)]



70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결과보고서   71 

K-HOSPITAL FAIR 2014K-HOSPITAL FAIR 2014

11. 브로셔
가. 국문

나. 영문

  

마. 무료초청장

 

 

10. 디렉토리

[표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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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능의학회 : 12,239 조회, 650명 티켓다운로드

13. 핸드폰 문자 

<참고> 디렉토리북 광고 현황

총 14개 : 병원 9개, 미래의료산업협의회 1개, 참가업체 3개, 기타 1개

연번 구분 기관명 비고

1 표2 법무법인 화우 미래의료산업협의회

2 간지 한림병원 회원병원

3 간지 부민병원 회원병원

4 간지 제일병원 회원병원

5 간지 한길안과병원 회원병원

6 간지 홍익병원 회원병원

7 간지 고도일병원 회원병원

8 간지 동군산병원 회원병원

9 간지 대전선병원 회원병원

10 간지 MTA KOREA 참가업체

11 간지 백건의료기 참가업체

12 간지 대림성모병원 회원병원

13 표3 Wolters Kluwer(싱가폴) 참가업체

14 표4 2015 K-HOSPITAL FAIR 기타

12. 어플리케이션 (캔고루) 

전시회 메인 : 41,708 조회, 1,988명 티켓다운로드 , 461명 입장

       [메인이미지]                                              [분할이미지]

 

 

       [분할이미지]                                                         [분할이미지]



74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결과보고서   75 

K-HOSPITAL FAIR 2014K-HOSPITAL FAIR 2014

연번 보도일자 매체 제목

21 2014.9.25 채널A 휠체어 생활 8년 만에 로봇 입고 두 발로 보행

22 2014.9.25 한국경제
고양 킨텍스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가보니…

하반신 장애인 '웨어러블 로봇' 입고 걸어

23 2014.9.25 한국경제 병원 의료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서 본다

24 2014.9.25 연합뉴스 병원산업 한자리에…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막

25 2014.9.25 병원신문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막 오늘 스타트

9월25일부터 4일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

3대 특별관 마련 및 재난 대응훈련 등 시현 예정

26 2014.9.25 병원신문

병원의료산업의 새 역사를 쓰다

척수손상 환자, 웨어러블 로봇 이용 다시 걷는 퍼포먼스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9월25일부터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27 2014.9.25 의협신문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막

9월 25∼28일 일산 킨텍스서...병협 주최 첫 박람회

120여개 업체 300여개 부스 참여...전국 병원인들 '발길'

28 2014.9.25 메디칼옵저버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척수손상 환자 다시 걷네요" 웨어러블 재활로봇 국내 첫 선

29 2014.9.25 메디파나

미래병원산업 '한자리에'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막

문형표 장관•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내빈 300여명 참석

25일부터 4일간 3대 특별관 전시 및 재난대응 훈련 선보여

30 2014.9.25 메디파나 [포토]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막

31 2014.9.25 이투데이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25일 개막

일산킨텍스에서 28일까지

32 2014.9.25 일간보사
병원 중심 의료산업박람회 막 올리다!

병협, 25일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33 2014.9.25 일요신문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킨텍스서 개최

34 2014.9.25 전자신문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막

35 2014.9.25 파이낸셜뉴스 병원협회,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막식 개최

36 2014.9.25 데일리팜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막

문형표 장관 병협 행사 첫 나들이...2800여개 병원 참여 예정

37 2014.9.25 라포르시안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척수손상 환자, ‘웨어러블 로

봇’ 입고 터벅터벅 걷다

38 2014.9.25 청년의사

병원인들의 축제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막 올라

- 25~28일 나흘 간 킨텍스서 개최…박상근 회장 

“국내 병원산업 진흥 촉매제 될 것” -

39 2014.9.24 동아일보 [Health&Beauty]휠체어에서 일어나 재활로봇 입고 성큼성큼

Ⅷ. 언론보도
1. 보도현황

연번 보도일자 매체 제목

1 2014.9.29 병원신문
'실속있는 박람회' 평가 속 내년엔 2배 규모로 해외 바이어 부족했지만, 국내 영

업으론 '최고의 장' 병원장 등 병원 실구매자 연인원 2만여명 참관

2 2014.9.29 병원신문 외상환자 이송 및 재난현장에서의 헬기 이용

3 2014.9.29 청년의사 ‘골든 타임을 확보하라!’

4 2014.9.29 메디칼타임즈
"우려 속에 시작한 K-HOSPITAL, 가능성 엿봤다"

"박람회 선방에 흥분, 잠까지 안 왔다…내년 3배 확대"

5 2014.9.28 한국경제TV 정영진 병협사업위원장, 미래병원 첨단화 타산업 융합화 가속될 것

6 2014.9.28 데일리메디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호평'

- 주최측 "세미나 참석자 많았고 의사•병원직원 등 실질적 구매자 발길 이어" 

7 2014.9.28 메디칼투데이 [메디포토] ‘대한민국 국제병원 의료산업 박람회’ 격리실 재현

8 2014.9.28 메디칼투데이 수술실도 ‘콜라보레이션’, ‘병원의료산업 박람회’서 선보여

9 2014.9.27 TV 조선 [주말뉴스 토] 의료 기기도 '웨어러블 로봇'…하반신 마비 환자도 걷는다

10 2014.9.27 병원신문
재난현장 외상환자 구해 하늘을 날다

이국종 교수 이끄는 외과재난대응팀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시현

11 2014.9.27 데이리팜
킨텍스에 뜬 헬기…이국종 교수 재난의료 시범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서 재난의료 관련 세미나 연계

12 2014.9.27 메디칼타임즈
내실 다진 ‘K-Hospital Fair’ 우려를 잠재우다!

병원 세미나 인산인해…‘양보다 질’ 대다수가 실수요고객

13 2014.9.27 청년의사 TV서만 보던 응급헬기 환자이송, 킨텍스에 떴다

14 2014.9.26  SBS 뉴스 [IT & SMART] 하반신 마비 환자 위한 재활 로봇 공개

15 2014.9.26 조선비즈 재난현장 누비는 '응급헬기'가 떴다…재난의료합동훈련 가보니

16 2014.9.26 데일리메디
헬기 2대 동원 실감나는 재난의료 대응 훈련

제1회 K-Hospital, 의료진•구조대원 합동 현장투입 과정 소개

17 2014.9.26 메디파나
"국내 병원산업 놀랍다"‥K-HOSPITAL 곳곳서 감탄

3대 특별관 높은 관심, 치료 체험 흥미 끌어…아쉬운 해외관람객

18 2014.9.26 메디칼옵저버
응급헬기 이용 '재난대응 합동 시범훈련'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서 시현…이국종 교수 직접 참여

19 2014.9.26 이데일리 병원산업박람회서 의료재난대응 훈련 열려

20 2014.9.25 KBS 뉴스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오늘부터 일산 킨텍스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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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메디칼투데이(2014.9.28)                                  8. 메디칼투데이(2014.9.28)

 

       9. TV 조선(2014.9.27)                                              10. 병원신문(2014.9.27)

 

       11. 데이리팜(2014.9.27)                                           12. 메디칼타임즈(2014.9.27)

2. 기사 스크랩

       1. 병원신문(2014.9.29)                                  2. 병원신문(2014.9.29)

 

       3. 청년의사(2014.9.29)                                             4. 메디칼타임즈(2014.10.2)

 

       5. 한국경제TV(2014.9.28)                                       6. 데일리메디(20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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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데일리(2014.9.26)                                  20. KBS 뉴스(2014.9.25)

 

       21. 채널A(2014.9.25)                                               22. 한국경제(2014.9.25)

 

       23. 한국경제(2014.9.25)                                          24. 연합뉴스(2014.9.25)2. 기사 스크랩

       13. 청년의사(2014.9.27)                                  14. SBS 뉴스(2014.9.26)

 

       15. 조선비즈(2014.9.26)                                           16. 데일리메디(2014.9.26)

 

       17. 메디파나(2014.9.26)                                          18. 메디칼옵저버(20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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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이투데이(2014.9.25)                                  32. 일간보사(2014.9.25)

 

       33. 일요신문(2014.9.25)                                            34. 전자신문(2014.9.25)

 

       35. 파이낸셜뉴스(2014.9.25)                                    36. 데일리팜(2014.9.25)

       25. 병원신문(2014.9.25)                                          26. 병원신문(2014.9.25)

 

       27. 의협신문(2014.9.25)                                           28. 메디칼옵저버(2014.9.25)

 

       29. 메디파나(2014.9.25)                                         30. 메디파나(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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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후속조치

1.  감사서한 발송

● VIP, 유관기관, 부스참여업체 등(2014.10.01(수) 발송)

2.  감사패 증정

● 일 시 : 2014. 10. 30(목) 12:00

● 장 소 :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14층),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 내 용 : 

     -  대한병원협회 주최 ‘2014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에서 시현한 재난대응 합동 시범훈련에 참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패 수여

● 대 상 

     -  한국외과연구재단(정상설 이사장)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특수대응단(서석권 단장)

     -  일산소방서(서은석 소장)

3.  상임이사회 및 사업위원회 결과보고

4.  결과보고서 제작

5.  2015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6. 참가업체 간담회

● 일 시 : 2014. 09. 28(일) 11:0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VIP룸

● 내 용 : K-HOSPITAL FAIR 2014 평가 및 개선방안

       37. 라포르시안(2014.9.25)                                       38. 청년의사(2014.9.25)

       39. 동아일보(201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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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기타

1. 개회사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병원의료산업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병원들을 대표하는 병원협회가 이번 박람회를 주최하게 된 배경은 침체된 병원의료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세계에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우리의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병원들의 해외진출 낭보가 잇따르고 해외환자유치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에 박람회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제적인 국내외 의료기기업체들과 병원산업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IT 및 의료기

술융합, 병원 건설 및 장비, 제약, 컨설팅 등 병원과 관련된 전 분야가 총 망라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3대 특별관을 운영해 미래병원을 직접 체험하고 시연할 수 있어 생동감 넘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심포지엄과 세미나 등이 함께 열리며 병원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병원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병원협회는 이번 박람회가 국내 병원의료산업을 진흥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외 바이어들이 실제 상담과 구매가 이루어지는 실속 박람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람회 기간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5.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감사서한]

       VIP                                                                    참가업체

[전시회 종료 감사문 팝업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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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봉투시안

       - 대봉투 -                                                         - 소봉투 -

 

       - VIP 초청장 봉투 -                                               - 무료초청장 봉투 -

 

4. 명찰 시안

2. 참가신청서

       - 국문 -                                                         - 국문 -

 

       - 국문 -                                                             - 참가요청 영문레터 -

 

      - 영문 -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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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 통천>                               <개막식 자리안내판>                                  <포디움>

<현황판>

<현황판>

5. 주요 제작물

              <1층 천정>                  <1층 기둥>                         <2층 전시홀>                      <전시홀 천청>

                                <외벽배너>                                                          <전시장내 천장배너>

                              <차량현수막>                                                            <LED 전광판>

 

                         <6C홀 현수막>                                                               <트러스트 현수막>

 

                      <1층 9B홀 입구현수막>                                                          <챠량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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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x 배너>

             <빵빠레 배너>            <내년도 현수막>                            <공공보행통로 모자이크 가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