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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람회 개요 

• 전시회명 : (국문) 2021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영문) K-HOSPITAL FAIR 2021 ; KHF 2021 

• 목    적 : 병원의료산업 경쟁력 제고  

한국의료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최신 병원의료 기술 및 기기ㆍ장비 소개 및 관련 기술 개발 촉진 

최신 병원의료산업 정보 및 동향 제시 

• 전시기간 : 2021년 09월 30일(목) ~ 10월 02일(토), 3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02일 오후 5시까지) 

• 장    소 : 코엑스(COEX) A, B1홀(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 주    최 : 대한병원협회 

• 주    관 : 메쎄이상,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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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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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roup.net / • Tel : 02-6121-6363 

 

http://www.khospital.org/
mailto:khf@esgrou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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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람회 결과 

1) 전시면적 

① 총면적(Gross Space): 14,733㎡ 

② 총부스(Booth): 450 Booth 

 

2) 참관객 통계자료 

• 총 참관객: 10,039명 

• 일자별 참관객 

날 짜 참관객수(명) 비율(%) 

09월 30일(목) 4,455 44.4 

10월 01일(금) 3,976 39.6 

10월 02일(토) 1,608 16.0 

합 계 10,039 100.0 

 

• 참관객 관심분야 (중복선택) 

구 분 비 율(%)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22.6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등 12.4 

영상의학 및 진찰용기기 9.2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7.0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6.6 

의료 정보 및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5.6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5.5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 기자재 5.0 

피부, 미용 관련기기 4.9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4.4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3.9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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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검사용 기기 2.5 

일반치료 관련기기 2.2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0.6 

기타 4.4 

합 계 100.0 

 

• 참관객 직업분류 

구 분 비 율(%) 

병원 

관계자 

병원장 1.1 

23.1 

병원관리자 5.7 

의사 3.9 

간호사 4.6 

물리치료사 0.7 

방사선사 0.3 

의공사 0.7 

임상병리사 0.3 

작업치료사 0.1 

약사 0.4 

병원정보관리자 4.2 

병원시설설비관리자 1.1 

의료 업계 

의료기기 무역/ 판매업 14 

26.1 의료기기제조 12 

응급구조사 0.1 

학계/기관 

학계, 연구기관,학생 9.4 

14.3 공공/정부기관 4.1 

언론기관 0.8 

기타, 미분류 36.5 36.5 

합 계 100.0 

 

• 참관객 참관목적 (중복선택) 

구 분 비 율(%) 

기술 및 정보 수집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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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람 24.3 

신규 거래선 확보 11.7 

구매 상담 9.8 

수출입알선 1.8 

기존거래선 방문 1.6 

기타 1 

합 계 100.0 

 

• 참관객 구매결정권 

구 분 비 율(%) 

최종결정권자 22.1 

중간결정권자 21.9 

검토 및 구매의뢰 25.7 

권한없음 30.3 

합 계 100.0 

 

3) 참가업체 통계자료 

• 참가업체 현황 

카테고리 기업 수 카테고리 기업 수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61 일반치료 관련기기 6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18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5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17 임상, 검사용 기기 4 

병원, 기관, 단체 15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2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14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2 

영상의학 및 진찰용기기 13 피부, 미용 관련기기 2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11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2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7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1 

16개 품목 총 180개 기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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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OSPITAL FAIR 전반 만족도 

구 분 비율(%) 

아주만족 12 

만족 29 

보통 49 

불만 9.9 

아주불만 0.1 

Total 100.0 

 

• K-HOSPITAL FAIR 만족도(상세) 

구분 참관객 수(%) 
희망 참관객 

방문수(%) 
참관객 수준(%) 상담 및 거래(%) 

아주만족 8 8 10 10 

만족 15 16 40 24 

보통 44 49 41 50 

불만 29 23 10 14 

아주불만 4 3 0 2 

Total 100 100 100 100 

 

• K-HOSPITAL FAIR 2021 참가의사 

구 분 비율(%) 

예 55.1 

아니오 5.8 

미정 39.1 

Total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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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장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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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막식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1 대한민국 국제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OSPITAL FAIR 2021) 개막식  

• 일  시 : 2021년 9월 30일 10:00~11:50  

• 장  소 : 코엑스 전시장(A&B1홀/1층)  內 제5세미나실 

• 주  최 : 대한병원협회 

• 참  석 : 본회 임원, 국회의원, 정부(복지부 등), 유관기관장 등  

 

2) 주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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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 프로그램 

○ 일    시 : 2021. 9.30(목)~10.02(토) 

○ 장    소 : COEX A&B1홀 內 제1~5세미나실, 307~308호, 317~318호, 327호 

○ 프로그램  

 

□ 병원의료산업희망 포럼 & 세미나  

일 자 시 간 세 션 내 용 장 소 

9.30(목) 

10:00 

~ 

11:00 

최신 딥러닝 기술에 의한 병원 

운영의 효율 증진 

주관 :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최신 딥러닝 기술에 의한 병원 운영의 효율 증진 

심학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의료영상AI연구센터 센터장 

제1세미나실 

9.30(목) 

14:00

~ 

15:00 

GE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 

주관 : GE헬스케어코리아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의료의 미래  

권준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원격의료학회 부회장) 

장광희 GE헬스케어코리아 상무 

제1세미나실 

9.30(목) 

15:00 

~ 

16:00 

괴로운 대장내시경 쉬운방법 없을까 

탈장인공막 써도될까 

주관 : 기쁨병원 

괴로운 대장내시경 쉬운방법 없을까  

탈장인공막 써도될까 

강윤식 기쁨병원 병원장 

제4세미나실 

10.01(금) 

10:00

~ 

11:30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 

주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제도 변화 

김재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연구원 
제5세미나실 

10.01(금) 

14:00 

~ 

15:00 

의료종사자 감염안전의 최신 경향 

초청 연자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정재심 교수 

주관 : ㈜우영메디칼 

의료종사자 감염안전의 최신 경향 

정재심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교수 

감염관리전문간호사 석사과정 주임교수 

 

Q&A 

제5세미나실 

10.01(금) 

15:00 

~ 

16:00 

병원 의료폐기물처리의 현황과 전망 

주관 : 에스티엔에스 

병원 의료폐기물처리의 현황과 전망 

허성원 에스티엔에스 대표 
제5세미나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병원협회 미래의료특별위원회]  정밀의료SW가 선도하는 “K-의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30(목) 

14:00～14:10 

환영사 및 인사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NIPA) 

백남종 대한병원협회 미래의료특별위원장(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제5세미나실 

14:10～14:40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 병원장 

(대한병원협회 미래의료이사)  

14:40～15:10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선도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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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정밀의료소프트웨어 추진 방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20～15:40 
융복합,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15:40～16:00 
P-HIS 적용사례(고대의료원) 

고대의료원 CIO 

16:00～16:20 
닥터앤서 1.0 적용사례(전립선암)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6:20～16:40 
AI앰뷸런스 적용사례 

연세의료원 

 

 

□ [대한요양병원협회]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따른 요양병원 환경변화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30(목) 

13:30 ~ 14:00 세미나 등록 및 확인 

308호 

14:00 ~ 14:50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노인환자의 동적분석 

이준호 스위트케이 연구소장 

14:50 ~ 15:00 Coffee Break 

15:00 ~ 15:50 
AI활용한 Hospitality분야의 Digital Transformation 

정현섭 KT 

15:50 ~ 16:00 질의응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 제4차 GHKOL 의료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글로벌 스마트의료 해외진출 전략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30(목) 

14:00∼14:20 
스마트의료 중동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GCC국가중심) 

Nasser Massoud UAE, Concept Realisation Management Consultancy 

317호 

14:20∼14:40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진료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실장 

14:40∼15:00 
스마트의료 동남아시아 해외진출 

백승민 Exprive 대표 

15:00∼15:20 
스마트 원격의료진출 

이명근 前 연세대학교 교수 

15:20∼16:20 
1:1컨설팅(온·오프라인) 

신청기업대상 

 

 

□ [대한병원정보협회]  2021년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일 자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9.30(목) 

‘HISCON 2021 -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Opening(진행 : 사회 : 이지태 대한정보병원협회 총무국장) 제3세미나실 

Opening 10:00~10:30  등록 및 부스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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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0 
 인사말  

 박종환 병원정보보안협의회 회장 

Session 1 (좌장: 김진응 대한정보병원협회 보안국장) 

Session 

1 

10:40~11:10 
대한병원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안내(중점항목 중심)  

옥은택 포유씨큐리티(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11:10~11:40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방안  

김순석 한라대학교 교수 

11:40~12:10 
DNS보안을 넘어 랜섬웨어 방어까지 “Cisco Umbrella” 

김동훈 Cisco(퍼즐시스템즈) 과장  

12:10~12:30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정보보호 업무 적용 사례  

이기춘 서울아산병원 과장 

12:30~12:50 질의 응답 

12:50~13:5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Session 2 (좌장: 김진호 강남세브란스병원 파트장) 

Session 

2 

13:50~14:10 
가명정보 제도 소개 및 가명처리 기술 동향 

박윤식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14:10~14:40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HCI 시스템의 강력한 보안" 적용 방안  

신득성 Nutanix(온아이티) 부장  

14:40~15:00 
건국대학교병원 컬럼 암호와 적용 사례  

한기태 건국대학교병원 팀장 

15:00~15:20 
Edge to AI  

박근봉 굿모닝아이텍 전무  

15:20~15:50 
민감의료정보 유출통제 및 재발방지대책  

김대환 소만사 대표 

15:50~16:10 
SDN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례  

안진인 국립암센터 책임  

16:10~16:30 
실무자의 눈으로 본 보건의료 데이터 정보보호  

이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책임  

16:30~16:50 질의 응답 

16:50~17:00 경품 추첨 및 폐회2 

10.01(금) 

‘Anywhere Operations in Healthcare’ 

Opening(진행 : 황연수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국장) 

제3세미나실 

Opening 

09:0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회장 인사말 

  한기태 대한병원정보협회 회장 

Session 1 (좌장 : 고복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실장) 

Session 

1 

10:10~10:30 
미리 준비하는 의료 클라우드 보안  

조근석 아스트론시큐리티 대표  

10:30~10:50 
차세대 통합 디지털 PACS 구축 사례  

장선혜 국립암센터 책임  

10:50~11:10 
엔터프라이즈 이미징 시스템 구축 사례  

김용석 인피니트헬스케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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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30 
Healthcare big data and AI for smart hospital 

김효석 필립스코리아 본부장  

11:30~11:50 
성공적인 디지털병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  

임경훈 지음솔루션 대표  

11:50~12:10 
페이퍼리스 병원(Paperless Hospital), ESG경영의 시작  

신재용 레몬헬스케어 이사  

12:10~12:30 
고려대학교의료원의 P-HIS 도입 사례  

이상헌 고려대학교의료원 P-HIS 단장  

12:30~12:40 질의 응답 

12:40~14:00 점심식사 및 부스참관 

Session 2 (좌장: 최종수 삼성서울병원 팀장) 

Session 

2 

14:00~14:20 
Keynote : My Healthway 추진 현황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  

14:20~14:40 
AI 기반의 네트워크 운영  

신지훈 한국주니퍼네트웍스 차장  

14:40~15:00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구축 사례  

서성현 부산대학교병원 팀장  

15:00~15:20 
스마트병원을 위한 위치기반솔루션  

송윤선 에어키 본부장  

15:20~15:40 
의무기록의 디지털 이노베이션, 음성인공지능  

전하린 퍼즐에이아이 책임연구원 

15:40~16:00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 간 양방향 e-소통 채널 구축  

송규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팀장  

16:00~16:20 
SDP를 활용한 재택근무  

안교찬 엠엘소프트 이사  

16:20~16:40 질의 응답 

16:40~16:50 경품 추첨 및 폐회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제 1회 TC(Technical Committee)협의체 포럼  

-융복합 의료기기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표준 전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9.30(목) 

09:50 ~ 10:00 등록 및 참석자 확인 

제2세미나실 

10:00 ~ 10:05 
개회사 

허영 MeDiF 부이사장 

10:05 ~ 10:30 
TC 협력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의료기기 글로벌 전략 

허영 MeDiF 부이사장 

10:30 ~ 11:10 
K방역 10대 품목-인공호흡기기 국제 표준 동향 

이상학 ㈜멕아이씨에스 대표  

11:10 ~ 11:50 
4차산업 핵심-인공지능(AI)의료기기_언어치료 관련 표준 동향 

최미란 ETRI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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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13:10 점심시간 

13:10 ~ 14:00 
K-의료 디지털치료기(DTx) 표준 동향 

한태화 연세대학교 교수  

14:00 ~ 14:50 
K-헬스 체외진단기기(IVD)_키트(Kit) 분야 표준 동향 

윤혁준 제트바이오텍 책임  

14:50 ~ 15:10 Break Time 

15:10 ~ 16:00 
유럽인증 MDR(CE 인증) New 동향 

엄수혁 DNV GL 위원 

16:00 ~ 16:50 
의료기기 Cyber Security 표준 동향 

이호웅 호서대학교 교수  

16:50 ~ 17:00 
폐회사 

허영 MeDiF 부이사장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아세안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보장(UHC)을 위한 협력강화 세미나(ROK-ASEAN UHC Cooperation Seminar)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4:20~14:30 등록 및 접수 

327호 

14:30~14:45 

아세안 UHC 국별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안내  

- Cooperation Network for Sustainable UHC Development 

- Suggestions for nurturing UHC professionals 

JinHak Kim, Ph.D, /professor of KOHI 

14:45~16:35 
UHC Development plans for ASEAN 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16:35~16:40 Break 

16:40~17:30 
UHC Development plans for ASEAN Ⅱ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 [필립스코리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스마트병원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3:30~13:40 Walk-in 

318 호 

13:40 
Opening 

김효석 필립스코리아 본부장 

13:40~14:20 
정밀의료를 위한 디지털 병리 솔루션  

고현정 서울아산병원 교수 

14:20~15:00 
서울대학교병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권혁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15:00~15:40 
Deep Learning in Critical Care Medicine   
권준명 인천세종병원 교수 

15:40~16:10 
Connected Care Solution for Smart Hospital 

소은영 필립스코리아 매니저  

16:10~16:30 
Connected Care Solution Live Demo  

필립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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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협회 및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코로나19 환경과 구매 및 물류 미래전략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4:00~14:10 
인사말  

임배만 미래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제 1 세미나실 

14:10~14:50 
신포괄수가제 관련 특강 

김미경 분당차병원 진료비관리팀 부장 

14:50~15:20 
스마트 병원 및 스마트 로지스틱스 현황과 전망 

정희면 케어캠프 전무 

15:20~15:50 
업체 사례 발표 

신승훈 케이엠헬스케어 사장 

 

 

□ [㈜다딩]  병원 CEO를 위한 부동산 재테크 특강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Session 1. ㈜다딩 컨설팅 서비스 소개 및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 

제 1 세미나실 

10:00~10:05 개회 

10:05~10:30 상업 부동산별 수익성 

10:30~10:50 부동산 포트폴리오 전략 

10:50~11:00 휴식 

Session 2. 부동산 시장의 동향 및 전망과 투자 사례 

11:00~11:05 개회 

11:05~11:30 2020년~2021년 부동산 흐름과 전망 

11:30~11:50 빌딩 투자 사례 

11:50~12:00 질의 응답 

 

 

□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국산 의료기기 도입 활성화 컨퍼런스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0:00 ~ 10:05 

세미나 개최선언 

이연우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팀장 (사회자) 

 

축사 

이정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심사부 부장 

307 호 

10:05 ~ 10:20 
첨단의료기기 신속제품과 지원 프로그램 

정승환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연구관 

10:20 ~ 10:30 
혁신의료기기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 플랫폼 K&P 

김태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 

10:30 ~ 10:45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소개(국산 혁신의료기기 사용확대 방안) 

장정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10:45 ~ 11:00 
YONSEI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구성욱 연세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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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15 
혁신 의료기기 개발과 도전 

서선일 (주)뉴로소나 대표 

11:15 ~ 11:30 
혁신 의료기기 revo-i 

이호근 (주)미래컴퍼니 전무 

11:30 ~ 12:00 

혁신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 혁신 의료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시장

성 확보를 위한 방안 

토론좌장 및 발표자 

 

 

□ [대한중소병원협회]  제8차 정기이사회 및 학술대회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7:00 제8차 정기이사회 및 학술대회 307 호 

 

 

□ [대한전문병원협의회]  2021 임시총회 및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2:00 ~ 13:00 2021 임시총회 

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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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이사장님 KHF부스 라운딩 

14:00 ~ 14:30 

개회식 

개회인사 / 축사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14:30 ~ 17:00 

전문병원 정책방향 (20‘~30‘)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스마트병원 (40‘) 

김종엽 건양대학교병원 교수 

 

휴식 (10‘) 

 

전문병원의 디지털변환(30~40‘) 

김재영 서울부민병원 과장 

 

인문학 강의 (40‘~50’) 

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7:00 폐회사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21 병원건축포럼 ‘New Normal for Healthcare Architecture’ 

일 자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10:00~10:15 

개회 및 인사말 

채철균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4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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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주제강연 

+ 

보건의료정책  

10:15~10:4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병원시설과 서비스디자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이왕준 |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10:45~11:15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 

유창훈 |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정책본부 본부장 

11:15~11:30 

종합질의 

최광석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세한대학교 교수 

 
11:30~13:3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Session 

2 

의료시설의 

코로나19 대응 

13:30~14:10 

부산대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김현아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5부문 

병원설계실 책임 

14:10~14:50 
서울의료원 응급의료센터의 감염병 대응방향  

김동욱 |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14:50~15:10 

종합질의 

최광석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부회장 

        세한대학교 교수 

 
15:10~15:30 Break Time 

Session 

3 

코로나19와  

공간적 변화 

15:30~16:00 

Flexible Design for Disaster Safety Hospital 

(준비된 재난안전병원, 베스티안)  

김경식 | (재)베스티안재단 이사장 

16:00~16:30 
감염병 전문병원의 병동부 건축계획  

최광석 | 세한대학교 교수 

16:30~17:00 
감염대응과 의료진 업무환경 디자인(미국사례)  

임리사 |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조교수 

17:00~17:15 

종합질의 

노태린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 

        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 대표 

10.02(토) 

 
10:00~10:15 

개회 및 인사말 

채철균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Session 

4 

새로운 

의료환경  

10:15~10:45 
메타버스와 미래의료  

정지훈 | 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 

10:45~11:15 

스마트병원 - 공감의 디자인  

김재학 | 서울아산병원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소장 

11:15~11:45 
환자경험평가와 디자인  

이승지 |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11:45~12:00 종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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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린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 

        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 대표 

 
12:00~12:15 

폐회 | 폐회사 

채철균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 

        광운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꿀강의 시리즈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Session 1. AI 개념과 이해 

317호 

09:30∼09:35 개회 

09:35∼11:30 
인공지능(AI) 개념과 이해 

김화종 강원대학교 교수 

Session 2. 의료기기, ‘디자인’이 경쟁력이다 

13:30∼13:35 개회 

13:35∼14:00 
의료기기 시장현황 및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소개 

백승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장 

14:00∼15:30 의료기기에서의 디자인 역할과 가치 

15:30∼17:00 의료기기 디자인 개선 사례 발표 1, 2 

 

 

□ [대한병원협회]  2021년 환자경험 전문가 양성과정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1(금) 

09:30~10:00 등 록 

제 2 세미나실 

10:00~10:50 
고객 경험 시대의 환자 경험 평가의 이해 

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이사 

11:00~11:50 
환자경험평가의 해외 사례 

김병연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환자경험관리팀장 

11:50~13:30 중 식 

13:30~14:20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의료 커뮤니케이션1  

– 위로와 공감 / 경청 

구은화 ㈜헬스와이즈 부원장 

14:30~15:20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의료 커뮤니케이션2 –설명 

권영미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고객행복팀 팀장 

15:30~16:20 
환자중심 의료 문화 – 환자의 소리 

박진희 바른세상병원 서비스디자인과 과장 

16:30~17:20 
환자경험 관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및 변화 관리 전력 

김민정 ㈜헬스와이즈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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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물리치료사협회(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보수교육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2(토) 09:00~18:00 서울특별시 물리치료사회 보수교육 제 5 세미나실 

 

 

□ [메디블록]  IT 발전이 가져올 헬스케어 현재와 미래 

일 자 시 간 내 용 장 소 

10.02(토) 

14:00~15:00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동향: EMR 인증제와 상호운용성 

박유랑 교수  

제 4 세미나실 

15:00~15:30 
의료정보 주도권 전쟁: 미국 사례 소개 

이재훈 박사  

15:30~15:45 Break time 

15:45~16:10 
Dr.palette가 그리는 EMR/EHR의 현재, 그리고 미래 

김승환 닥터팔레트팀 팀장  

16:10~16:35 
Medipass로 불러오는 PHR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성새롬 책임 

16:35~16:55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의료정보플랫폼에서의 데이터 인증 및 개인정보 보호 

이영준 메디블록 블록체인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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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UY MEDICAL(병원 설비 및 의료기기 구매 상담회) 

□ BUY MEDICAL 1:1 상담회 참가 바이어(총 15개 병원 / 88건 상담 진행)   

 (1) 09월 30일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 장유요양병원 

(주)휴레브 

6건 

더블유메딕스 

중요한타인들 

대건메디피아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케어룸의료산업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2 일산백병원 

네오젠소프트 

6건 

굿티브이 

제이씨원 

세기시스템 

엔에스스마트 

엠디케이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3 자인메디병원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 

6건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메디하이브 

국제이엔티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4 기쁨병원 

제이씨원 

6건 

세기시스템 

신화가운 

브로드씨엔에스 

케이엠헬스케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10 월 01 일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5 바른세상병원 디케이메디칼솔루션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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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엘엑스하우시스 

코스코인터 

중요한타인들 

굿티브이 

누리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6 
대구 

우리들병원 

명세씨엠케이 

6건 

지이헬스케어 

디케이메디칼솔루션 

로우뎀 

에이스메디칼 

인성메디칼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7 분당제생병원 

충남테크노파크 

6건 

골든아워 

라파 

이지네트웍스 

제이컴인터내셔널 

국제이앤티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8 
삼천포 

서울병원 

엔에스스마트 

6건 

엘지전자 

굿티브이 

쿨사인 

디케이메디칼솔루션 

크레이더스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9 
서울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6건 

지이헬스케어코리아 

디케이메디칼솔루션 

에이스메디칼 

트랜덱스 

메디스터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0 서울아산병원 

굿티브이 

6건 엔텀네트웍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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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씨엔에스 

디지털존 

쿨사인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1 
고려대학교 

의료원 

디지털존 

5건 

굿티브이 

노블링크 

파콤 

다딩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2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 

6건 

(주)썸텍 

주)엔에스제이 

신화가운 

주식회사엘엑스하우시스 

케이엠헬스케어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3 
인천백병원/ 

비에스종합병원 

네오젠소프트 

6건 

메가존클라우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엔에스스마트 

럭스헬스케어 

디지털존 

 

(3) 10월 02일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4 웰튼병원 

딥노이드 

6건 

퍼슨메디칼 

보템 

포커스에이치엔에스 

쿨사인 

펜탁스메디칼 

 

No. 바이어 명 상담 업체 상담건수 

15 아산충무병원 

브로드씨엔에스 

5건 엔에스스마트 

이지케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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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메디칼 

P-HIS 

 

□ BUY MEDICAL 1:1 상담회 참가 업체 (총 56개 업체)  

No. 업체명 No. 업체명 

1 P-HIS 29 엔에스제이 

2 골든아워 30 엔텀네트웍스 

3 국제이엔티 31 엘엑스하우시스 

4 굿티브이 32 엘지전자 

5 네오젠소프트 33 엠디케이 

6 노블링크 34 오토앤로봇 

7 누리 35 이지네트웍스 

8 다딩 36 이지케어텍 

9 대건메디피아 37 인성메디칼 

10 더블유메딕스 38 제이씨원 

11 디지털존 39 제이컴인터내셔널 

12 디케이메디칼솔루션 40 중요한타인들 

13 딥노이드 41 지이헬스케어 

14 라파 42 지이헬스케어코리아 

15 럭스헬스케어 43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16 로우템 44 케어룸의료산업 

17 메가존클라우드 45 케이엠헬스케어 

18 메디스터 46 코스코인터 

19 메디칼이노베이션디벨로퍼 47 쿨사인 

20 메디하이브 48 크레이더스 

21 명세씨엠케이 49 트랜덱스 

22 보템 50 파콤 

23 브로드씨엔에스 51 퍼슨메디칼 

24 세기시스템 52 펜탁스메디칼 

25 신화가운 53 포커스에이치엔에스 

26 썸텍 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 에이스메디칼 5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8 엔에스스마트 56 휴레브 
 

□ BUY MEDICAL 발표회 (총 2개 병원)  

No. 병원명 일자 참가병원 유형. 발표주제 

1 자인메디병원 09.30 
신증축 병원 / 

의료기기 구매 계획 
자인메디병원 증축 

2 웰튼병원 10.02 신증축 병원 웰튼병원 확장 및 이전과 스마트 병원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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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론보도 현황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1 디지틀조선일보 2021.10.01 
[현장취재] GE헬스케어 장광희 상무 “지속가능한 헬스케어 위해 에코시

스템 중요" 

2 서울파이낸스 2021.10.01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3 라포르시안 2021.10.01 
[K-HOSPITAL FAIR] GE헬스케어, AI 기술로 효율성 증대 CT·MR 기술 공

개 

4 프라임경제 2021.10.01 
[현장] 병원의료 산업박람회…"의료 컨택센터 전문화 주력" 브로드씨엔에

스 '음성인식 챗봇' 선봬 

5 내일신문 2021.10.01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시장 공략 '잰걸음' 

6 의약뉴스 2021.10.01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화 이후 애로사항 폭증 

7 보건뉴스 2021.10.01 "코로나19로 의료 디지털 전환 가속화, 원격의료 논의 시급" 

8 산업일보 2021.10.01 [포토뉴스] VR·XR로 위급상황 훈련의 현장감 부여…상황대처 효과 높여 

9 산업일보 2021.10.01 [포토뉴스] IT 정보시스템·로봇·재활기기 등 의료산업 장비 총출동 

10 국토일보 2021.10.01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가속화 

11 메디파나뉴스 2021.10.01 디지털 헬스케어, 지속가능하려면 '선순환 시스템' 이뤄야 

12 경상일보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가속화 

13 메디케이트뉴스 2021.09.30 GE헬스케어, 2021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 참가 

14 메디칼타임즈 2021.09.30 "원격의료 피할 수 없는 흐름…전문가 합의 서둘러야" 

15 현대경제신문 2021.09.30 LX하우시스, '국제 병원 의료 산업박람회' 참가 

16 뉴시스 2021.09.30 '10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항의로 참가업체 직원만... 

17 뉴시스 2021.09.30 AI 앰뷸런스 '응급 신고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해줘요' 

18 뉴시스 2021.09.30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박람회 개막 

19 뉴시스 2021.09.30 '약물 주입, 정확하고 편리하게!' 물리식 인퓨전 펌프 

20 뉴시스 2021.09.30 병원의료기기 산업박람회 개막 '캐논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21 뉴시스 2021.09.30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엑스레이 촬영 시스템 

22 뉴시스 2021.09.30 '3D 복강경 수술' 

23 뉴시스 2021.09.30 병원의료기기 산업박람회 개막 'LG전자 진단용 모니터' 

24 뉴시스 2021.09.30 선별진료소에서 활용하는 모바일 엑스레이 촬영 시스템 

25 뉴시스 2021.09.30 병원의료기기 산업박람회 개막 '캐논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26 뉴시스 2021.09.30 국제병원의료기기 산업박람회 참가한 LG전자 

27 아시아경제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가속화 

28 전자신문 2021.09.30 첨단 기술 더해진 응급의료...'한명이라도 더 살린다' 

29 산업일보 2021.09.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 의료산업 지향점 모색 



 

23 

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30 메트로신문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추가 공략나서 

31 의협신문 2021.09.30 포토뉴스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입장전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필 

32 비즈니스포스트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기기산업박람회 참가, "의료 인테리어시장 공략" 

33 이뉴스투데이 2021.09.30 [현장] 병원협회,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최…'스마트의료' 방향  

34 보건뉴스 2021.09.30 완벽 방역 'K-HOSPITAL FAIR' 개막··· 미래의료 방향 제시 

35 의학신문 2021.09.30 ‘K-HOSPITAL FAIR' 병원산업 발전 선도한다! 

36 전자신문 2021.09.30 첨단 의료기술 총집합...'K-HOSPITAL FAIR 2021' 개막 

37 의협신문 2021.09.30 병원계 최대 박람회...'스마트 의료' 주제로 개막 

38 디지털투데이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시설 인테리어 신제품 선보여 

39 CEO스코어데일리 2021.09.30 LX하우시스,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참가…의료시설용 자재 선봬 

40 메디파나뉴스 2021.09.30 [포토] "스마트 의료,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다" 

41 의학신문 2021.09.30 K-HOSPITAL FAIR, '스마트의료, 미래의료 방향성' 조명 

42 후생신보 2021.09.30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의료, 미래의료' 방향성 제시 

43 컨슈머치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시설용 인테리어 자재 선봬 

44 메디칼업저버 2021.09.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미래의료 방향 제시하다 

45 머니투데이 2021.09.30 LX하우시스, 병원·의료시설 인테리어 제품 선봬 

46 메디게이트뉴스 2021.09.30 
스마트폰으로 환자 사진 찍어 EMR에 바로 전송…메디블록, 차별화된 클

라우드EMR승부수 

47 약업신문 2021.09.30 GE헬스케어, 지속가능 생태계 스마트 의료 기술 선보여 

48 메디칼타임즈 2021.09.30 3일 여정 막 올린 K-HOSPITAL FAIR "미래 의료 제시" 

49 데일리안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가속화 

50 메디파나뉴스 2021.09.30 [현장] 'K-HOAPITAL FAIR' 속 위드코로나…스마트한 변화 눈길 

51 의약뉴스 2021.09.30 스마트 의료, 디지털 뉴딜 선도 'K-HOSPITAL FAIR FAIR’ 개막 

52 의약뉴스 2021.09.30 이광재 의원 "포스트 반도체ㆍBTS, 생명산업서 찾아야" 

53 청년의사 2021.09.30 딥노이드, 'K-HOSPITAL FAIR 2021' 참가 

54 데일리메디 2021.09.30 병협 K-HOSPITAL FAIR 개막···미래의료 방향 제시 

55 디지틀조선일보 2021.09.30 대한병원협회, 'K-HOSPITAL FAIR 2021' 개최... 미래의료 방향성 제시한다 

56 헤럴드경제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시설용 인테리어자재 시장 공략 강화 

57 보건뉴스 2021.09.30 GE헬스케어, K-HOSPITAL FAIR서 스마트 의료기술 대거 선보여 

58 파이낸셜신문 2021.09.30 "미래의료 방향성 제시"…'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2021' 개막 

59 MTN 2021.09.30 LX하우시스, 의료용 인테리어 시장 공략 가속화 

60 e의료정보 2021.09.30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의료, 미래의료' 방향성 제시 

61 후생신보 2021.09.3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다음달 2일 까지 개최 

62 메디파나뉴스 2021.09.30 "오프라인 오랜만" 병원계 최대 박람회 'K-HOSPITAL FAIR'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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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 보도일자 제목 

63 청년의사 2021.09.29 (주)마쥬텍, 비접촉식 정맥 뷰어 시스템 'VeinVu 200' 신제품 전시 

64 청년의사 2021.09.29 3D프린터로 맟춤형 뼈 제작하는 커스메디, 'K-HOSPITAL FAIR' 참가 

65 청년의사 2021.09.29 차세대 EHR 프로그램 '닥터팔레트'로 차별화 꾀하는 메디블록 

66 팍스경제TV 2021.09.29 
딥노이드, "딥파이 활용해 다발적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 및 AI대중화 선

도할 것" K-HOSPITAL FAIR 참가 

67 이투뉴스 2021.09.29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 오는 30일 코엑스에서 

개최 

68 포춘코리아 2021.09.29 '2021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코엑스서 10월 2일까지 열려 

69 라포르시안 2021.09.29 [K-HOSPITAL FAIR] 커스메디, 3D 프린팅 환자맞춤형 의료기기 출품 

70 데일리메디 2021.09.29 캐논메디칼, KHF서 병원별 맞춤 솔루션 제시 

71 데일리경제 2021.09.29 대한병원협회 주최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개최 

72 라포르시안 2021.09.29 [K-HOSPITAL FAIR]메디블록, EHR·PHR 연동'스마트 의료정보 플랫폼'공개 

73 청년의사 2021.09.29 리브스메드-썸텍이 만나 세계 최초로 3D 복강경 '아티센셜' 출시 

74 울산제일일보 2021.09.29 
에어러스코리아 공기청정기, 방역관련 기술로 2021 국제 병원 및 의료

기기 산업 박람회 출품 

75 데이터넷 2021.09.29 스마트의료 패러다임 전환…2021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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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사 주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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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및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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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중인 바이어 및 참가업체              BUY MEDICAL 프로그램 (1:1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전시장 참가업체 부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