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ing Hours 

9.29th 30th  ▶ 10:00 ~ 18:00
10.1st  ▶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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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소개 / Event  Overview

행사명 / Event Title

2022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

K-HOSPITAL FAIR 2022

일자 / Dates

2022년 9월 29일(목) ~ 10월 01일 (토)

Sep 29th (Thu) ~  Oct 1st (Sat), 2022

전시회 관람 시간 / Opening Hours

오전 10시 ~ 오후 6시 (단, 10월 1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10:00 AM ~ 18:00 PM (Closed at 17:00 PM on 1st Sat, Oct.)

장소 / Venue

코엑스 3층 C, D홀

COEX Hall C,D 3F

주최  / Host

대한병원협회

Korean Hospital Association

주관 / Organizers

메쎄이상, 미래의료산업협의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ESSE ESANG, Future Medical Industry Council,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후원 / Sponsors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협회, KOTR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Trad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n Medical Association,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 

Korean Medical Women’s Association,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orean Nurses Association, KOTRA

주최자 사무실 / Organizer's Office

주최자 사무실은 전시장 C1홀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좌측 계단을 이용해 주십시오.

The Organizer’s Office is located on the 4th floor above Hall C1.

Please use the stairs beside hall entrance.

응급처치 / First Aid

응급처치 센터는 1층 서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 first aid center is located next to the west gate on the first floor.

종합안내데스크 / Information Desk

종합안내데스크는 1층 동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Desk is located next to the east gate on the first floor.

분실물 보관소 / Lost and Found

분실물 발견 시 혹은 물건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최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Please report all lost property enquires to the Organizer's Office.

K-HOSPITAL FAIR 전시사무국  |  Tel. 02.6121.6363   Website. www.khospital.org

전시품목  EXHIBIT CATEGORIES

참가업체 리스트 EXHIBITOR LIST

영상의학 및 진찰용기
Medical Imaging & Diagnostics equipment

임상,검사용 기기
Laboratory, Clinical Chemistry equipment & Medicine

병원건축 및 인테리어
Hospital Building, Interior & Furniture

병원급식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Hospital Food & Nutrition Services, Facilities

병원설비 및 중앙공급 관련기기
Hospital Facility & Central supply equipment

수술관련기기 및 장비
Surgery & Endoscopy instruments and products

IT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술융합기기
IT Medical Information system & IT Convergence

디지털 치료제
Digital Therapeutics (SaMD)

디지털 헬스케어
Digital Healthcare

병원의료정보 특별전
Medical Technology Zone

스마트병원
Smart Hospital

감염예방 및 관리 관련기자재
Infection Control / Standard / Calibrator system & Equipment

의료기기 부품, 소재 및 서비스
Laboratory, Clinical Chemistry equipment & Medicine

의료용품, 응급장비, 소모품, 기타
Disposable Goods, Fabrics, Emergency Medicine & Rescue equipment

바이오, 제약 및 관련기기
Biomedical, Pharmaceutical equipment & products

일반치료 관련기기
Therapy & physical medicine equipment

재활, 물리치료 관련기기
Physiotherapy, Orthopedic Technology, Rehabilitation equipment

교육, 법률 컨설팅 서비스
Medical Services, Education, Training and Publications

병원, 기관, 단체
Hospitals, Institution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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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ospit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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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 참가기업

디지털헬스케어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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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6 로우템

J11 루씨엠

C29 리노셈

G13 리치맷코리아

F49 맨엔텔

F32 머니와이즈

M01 메가존클라우드

J15 메디로워크 / 팀플랫

I20 메디스콥

F33 메디슬립

B29 메디씽큐

부스 참가기업

B24
메디칼이노베이션
디벨로퍼

K06 메디팜소프트

A09 메디플러스

M16 메이크봇

B46 멘티스

F21 명세CMK

E61
모리스앤코
우산빗물제거기

C67 바스플렉스

L12 바이백 X 바이오시스템

D41 바이오넷

B37 바이오제니스

K02 버드온

D49 보성과학 닥터H

K04 보템

E57 뷰엠테크놀로지

C67 브레싱스

J05 브로드씨엔에스

B25 브이에스아이

C67 비에스엘

D42 비엔비옵토

K09 비케이전자

C57 비트컴퓨터

G07 살루버 클린

F39 성심ENG

D50 세인바이오메디칼

G01 소프트넷

E25 소화

E19 솔메딕스

C67 스트릭

G03 스틱스

B51 신도테크노

K08 씨어스테크놀로지

L09 씨젠의료재단

M13 아마존웹서비스

F50 아스페카

J06 아이메디신

E40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M15 아이알엠

E65 아이에스티

K01 아이유플러스

E68 액스토핏

F24 앤티아이

J01 에버엑스

E63 에스엔에스

F44 에스엠뿌레

E13 에어랩

B19 에어스메디컬

K12 에이아이트릭스

C67 에이치앤비지노믹스

J17 에이치엠엔컴퍼니

A01 에프씨유

M03 엔에스스마트

M12 엔컴퓨팅

C67 엘이디소프트 / 라파B

E67 엠디세이프

E60 엠디케이

J09 엠쓰리솔루션

E52
엠엠에이코리아 /
엔에스제이

M25 엠티이지

D11 용흥(써지텍)

A03 우영메디칼

F48 웃샘

E56 웰오투 호흡운동기

L05 유니브이알

G11 유유메디컬스

부스 참가기업

K07
의료 메타버스
"닥터버스"

B46 이노리젠

F46 이유엔 메디통

D46 인바디

D09 인성메디칼

B46 인코아

M06 인텔로이드

L01 인티팜

A07 재생의료진흥재단

J08 제3의청춘

D43 제이엔티

G04 제트바이오텍

D01 조선기기

M04 지 누 스

E66 지에이치씨

E01 지엠에스

C01 지이헬스케어코리아

G06 청우씨엔티

K03 초이스테크놀로지

B36 커넥슨

E27 케어룸의료산업

B44 케어테크

C17 케이디엠씨

C43 케이바이오솔루션

E14 케이엠지

B31 케이엠헬스케어

E48 코드스테리

I05 코트라

I08 쿨사인

F43 크린바이오

E54 크린토피아

F11 클라리파이

J16 클라우디안

F47 테스토닉

C62 트라이업

L02 트라이콤텍

D44 트윈

F34 팀엘리시움

F18 퍼슨메디칼

M26 퍼즐데이터

B15 펜탁스메디칼

L04 포커스에이치엔에스

C67 플라스바이오

C67 픽셀로

F41 하나지엔씨

I01 하이웹넷

C3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

K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

K1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M19 한국오라클

F01 한림의료기

D45 한맥메디칼

M11 행복소프트

I20 헥사휴먼케어

K05 헬스리안

A04 헬스허브

D15 현메디칼

F38 홈앤리브

F13 화선엠텍

J04
환자경험평가 솔루션
(세마컨설팅)

A05 휴마시스

Booth Exhibitor List

Digital Healthcare Zone

A10

KIST

Ajou University 
Hospital

Asan Medical Center

CHA bundang 
Medical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BNU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NU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Hospital, CNUS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ejong 
Hospital, CNUSH

Dong-A University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NUH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YONSEI UNIVERSITY

ACK

ACRYL

AIDOT

Basgenbio

Bigvalue

BIT

COREIT

CRESCOM

DEEPNOID

Englink

Eunkorea

ezCaretech

hdjunction

HUNIVERSE

Infinitt

JLK

Lablup

LifeSemantics

Lunit

MEDICAL IP

Misoinfo

Mondrian AI

NAVER Cloud

Nunaps

Sobetec

Softnet

TmaxTibero

Unieye

VUNO

Smart Hospital Zone

C31

KHIDI (Center for 
Smart hospital)

Ajou University 
Hospital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Booth Exhibitor List

C31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NUH

Medical Foundation 
Yong-In Mental 
Hospi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lsan Hospital

SAMSUNG MEDICAL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YONSEI UNIVERSITY 
YONGIN SEVERANCE 
HOSPITAL

Etech

ezCaretech

GEOMEXSOFT

Infinitt Healthcare

KakaoHealthcare

Lighten-Tech

MOD

Omron

Peaple&Technology

PuzzleData

S1

Seers Technology

Sky Labs

Sycros

J08 3YOUTH

E13 AIRLab

B19 AIRS Medical

K12 AITRICS

M13
Amazon Web 
Services

F50 aspeca

E68 AXTOFIT

D42 B&B OPTO

D41 Bionet

B37 BioZenith

C57 BIT Computer

K09 BK ELECTRONICS

D49 Bosung Scientific

C67 BREATHINGS

J05 BROAD C&S

C67 BSL

K02 BUD ON

B44 CARE TECH

G06 CHEONGWOO C&T

K03 CHOISTECHNOLOGY

D01
CHOSUN 
INSTRUMENT

F11 ClariPi

F43 Clean Bio

E54 Cleantopia

J16 CLOUDIAN

E48 CodeSteri

B36 CONECSON

L10 Cynteract

F45 D&D ELECTRONICS

E39 DAEILTECH

M24 DATARSE

G02 DELIEU

M29 DIGITALZONE

B01 DK Medical Solutions

E37 DMLite

G12
DONGGUK 
UNIVERSITY

G10 DynaMedic

L06 DYPHI

M04 e-IRS

F46 EUN meditong

J01 EverEx

A01 FCU

L04 FOCUS H&S

E15 GBIA

C01 GE Healthcare Korea

Booth Exhibitor List

E66 GHC

C60 Gibbeum hospital

L07 GIGACHANCES

I12 GILON

E50 Global Medical Corp.

E01 GMS

F31 Good-TV

C67 Gridatech

F41 HANAG&C

F01
Hanlim Medical 
Equipment

D45 HanMaek Medical

M11 Happysoft

A04 healthhub

K05 HEALTHRIAN

I20 HEXARHumancare

I01 HiWEBNET

J17 HM&COMPANY

C67 HnB Genomics

F38 HOME&LIV

A05 Humasis

F13
HWASUN MOTION 
TECH

D15 HYUNMEDICAL

E40
IBEX MEDICAL 
SYSTEMS Co.,Ltd.

C67 IBK CHANGGONG

J06 iMediSync

D46 InBody

B46 INCORE

B46 Innoregen

D09 INSUNG MEDICAL

M06 Intelloid

L01 INTIPharm

M15 IRM

E65 IST

K01 IUPLUS

D43 JNT

E27
KAREROOM MEDICAL 
EQUIPMENT

C43 KBIO Solutions

C17 KDMC

K11 KHIDI

C31
KHIDI(Center for 
Smart hospital)

B31 KM Healthcare

E14 KMG

I08 KOOLSIGN

B50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I05 KOTRA

B46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Advance

B43 LAMEDITECH

C67 LEDSOFT/ RAPHAB

M07 LemonHealthcare

F36 LOWTEM

J11 LUCM

J09 M3 SOLUTIONS

M16 MAKEBOT

F49 Man&tel

B46 MANTIZ

E67 MD SAFE

E60 MDK

B24
Medical Innovation 
Developer

I07 MEDICAL JAPAN

K07
medical metaverse 
"Dr.verse"

K06 Medifarmsoft

A09 MEDIPLUS

J15
Medirowork / 
Teamplat

I20 Mediscope

F33 MEDISLEEP

B29 MediThinQ

M01 MEGAZONECLOUD

E52 MMA Korea / NSJ

F32 MONEYWISE

Booth Exhibitor List

M25 MTEG

F21 MYUNG SE CMK

F24 N. T. I

B22 NANOCMS

E51
Nantong Gather 
Excellence Cleaning 
Medical Materials

M12 NComputing

K15 NECA / KHIDI

E20 NEURIVE

L11 Neurobots

D47 NOVAERUS Ireland

J02 NOVEL LINK

M23 Nozomi Networks

M03 NSSMART

G08 NURIEYE

M19 ORACLE

L08 Ossfila

J04
PEI solution(SEMA 
Consulting)

B15
PENTAX Medical 
Korea

M1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unseling

F18 PERSONMEDICAL

C67 pixelRo

C67 PLASBIO

M26 PuzzleData

D48 RABI KOREA

C29 RENOSEM

G13 RICHMAT KOREA

A07

RMAF
(Regenerative 
Medicine Acceleration 
Foundation)

I03 ROWAN

G07 SALUBER CLEAN

L09
Seegene Medical 
Foundation

K08 Seers Technology

D50 SEIN BIO MEDICAL

B51 SINDOH TECHNO

F44 SM BURE

E63 SNS

G01 SoftNet

E19 Solmedix

E25 SOWHA

C67 STRIG

G03 STYX

F39 SUNGSIM ENG

C15 TC Liaison Council

F34 Team Elysium

F47 TESTONIC

L03 THEHSOFT

G05 TOUCH OF LIFE

I11
TRADEWINDS 
CONSULTING

C62 triup

D44 twin

L05 UNIVR

C67 VASFLEX

L12 ViBac X Bio System

E57 View-M Technology

K04 VOTEM

L02 VRARA

B25 VSI

E56 WellO2 Korea

E61
WET UMBRELLA 
DRYER RAINECO

A03
WOOYOUNG 
MEDICAL

F48 WOSEM

D11
YONG HEUNG 
(SURGITECH)

G11 Yuyu Medicals

G04 Z Biotech



[대한병원정보협회]  2022년 대한병원정보협회 학술대회

9월 29일(목)   Convergence Security

 장소 : 제4세미나실 

시 간 내 용

Opening (진행 : 병원정보보안협의회 강병익 거버넌스분과위원)

9:30~10:00 등록 및 부스 참관

10:00~10:10 회장 인사말 [박종환 | 병원정보보안협의회 회장]

Session 1 | (좌장 : 병원정보보안협의회 박종환 회장)

10:10~10:30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보보호 활동 현황 [신용한 | 용인세브란스병원 과장]

10:30~10:50 개인정보사고 대응전략 실전편 [박선영 | 부천성모병원 팀장]

10:50~11:10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병원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생존 전략 [천대영 | 베리타스 이사]

11:10~11:30 정보보호공시자료 분석 [김형식 | 경희의료원 파트장] 

11:30~11:50 임상연구데이터웨어하우스(CRDW)의 ISMS-P 인증 사례 [유기청 | 국립암센터 팀장]

11:50~12:00 질의응답

12:00~13:30 점심식사 및 부스 참관

Session 2 | (좌장 : 병원정보보안협의회 이지태 심사지원분과위원장)

13:30~13:50 헬스케어 장치 보호의 시작 - 보이는 것만이 보호할 수 있다. [박양수 | 노조미 네트웍스 이사]

13:50~14:20 가명정보 관련 법령 및 사례 소개 [박영수 | 법률사무소 윤 변호사]

14:20~14:40 종합병원 가명익명 처리 소프트웨어 [김현진 | 데이타스 대표이사]

14:40~15:00 연세의료원 DRB 활용사례 [최윤송 | 신촌세브란스병원 과장]

15:00~15:30 휴식 및 부스참관

Session 3 | (좌장 : 병원정보보안협의회 김성구 교육분과위원장)

15:30~15:50 망분리 해야돼? 말아야돼? [하호일 | 행복소프트 팀장]

15:50~16:10 보안성을 고려한 서버가상화 적용 사례 [이지태 | 중앙대학교병원 국장]

16:10~16:30
랜섬웨어 보호와 임직원 계정보호를 위한 시스코 보안 전략
[이태수 | 필라테크(Cisco Korea) 수석 ]

16:30~16:50
PC가상화 논리적 망분리솔루션 VMFort를 통해 본 의료기관 망분리 대처방안
[최규남 |  브이엠솔루션 부장]

16:50~17:00 질의 응답

17:00~17:20 경품 추첨 및 폐회

9월 30일(금)   Healthy Pleasure & Digital Health

시 간 내 용

Opening (진행 : 대한병원정보협회  임승학 홍보국장)

10:00~10:10 회장 인사말 [한기태 | 대한병원정보협회 회장]

Session 1 | (좌장 : 대한병원정보협회 한기태 회장)

10:10~10:30 전산센터 이전 혁신 사례 (원내 전산기계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이동규 | 서울대학교병원 팀장]

10:30~10:50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례 [윤재훈 | 국립암센터 책임]

10:50~11:10 Enterprise Imaging Big Data Platform [최승욱 | 아이알엠 대표]

11:10~11:30 적정진료 진료지원 A.I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심왕용 | 지누스 팀장]

11:30~11:50
연령 친화 의료시스템(Senior-Friendly Health System) 운영 과정의 IT 지원 사례
[이원구 | 서울아산병원 UM]

11:50~12:00 질의응답

12:00~13:30 점심식사 및 부스 참관

Session 2 | (좌장 : 대한병원정보협회 최동훈 대전지회장)

13:30~13:50 Keynote : 의료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 [정연희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13:50~14:20 의료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병원의 변화와 도전 [민규홍 | 서울성모병원 팀장]

14:20~14:40
변화하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효율적인 중요 업무 고가용성 확보 방안
[손봉준 | 베리타스코리아 이사]

14:40~15:00 카카오, EMR과의 결합을 통한 병원 혁신 [김지웅 | 메이크봇 대표]

15:00~15:30 휴식 및 부스참관

Session 3 | (좌장 : 대한병원정보협회 김영귀 이사)

15:30~15:50 병원에 정밀의료를 물들인다! [이상헌 | 휴니버스 대표이사]

15:50~16:10 데이터 오너십으로 완성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앱 플랫폼 [신재용 | 레몬헬스케어 이사]

16:10~16:30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그룹웨어 전자결재 솔루션 (서울대학교병원 BESTWorks 1.0)
[조종일 | 메가존클라우드 이사

16:30~16:50 안전한 하이브리드 연구분석환경을 위한 멀티클라우드 활용 전략 [이제관 | 삼성서울병원 기술사]

16:50~17:00 질의 응답

17:00~17:20 경품 추첨 및 폐회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22 병원건축포럼 '감염병 대응 병원건축' 

9월 29일(목)

장소 : 제2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0:00~10:15 개회 및 인사말 [이호성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

Session 1 |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정책

10:15~10:45 감염병 위기대응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방안 [배원초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

10:45~11:15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에 따른 정부정책사업 소개 (시설, 장비사업을 중심으로) 
[김태윤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감염병지원관리팀 팀장]

11:15~11:45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개선 사례조사 [박영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11:45~12:00 종합질의 [조준영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한양대학교 병원건축연구실 선임연구원)]

12:00~13:30 BREAK TIME (LUNCH)

Session 2 | 의료시설의 감염병 대응

13:30~14:00 긴급 전환 감염병 격리 치료시설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성민기 |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4:00~14:30 최근 PC를 활용한 모듈러 음압병동 R&D 비교연구 [임석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30~15: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축물 대응방안 [최광석 | 세한대학교 교수]

15:00~15:15 종합질의 [조준영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한양대학교 병원건축연구실 선임연구원)]

15:15~15:30 BREAK TIME

Session 3 | 감염병 전문병원

15:30~16:00 충청권 감염병전문병원 [문대하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마스터]

16:00~16:30 영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김현아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

16:30~17:00 경북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김상복 |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수석건축가]

17:00~17:15 종합질의 [노태린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노태린앤어소시에이츠 대표)]

9월 30일(금)

시 간 내 용

Session 4 | 감염병 대응 실증사례

10:00~10:15 개회 및 인사말 [이호성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10:15~10:45 감염병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과 프로토콜 [김대희 |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

10:45~11:15
국내·외 긴급전환병동의 현황과 유형  [여명석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공저자 : 이세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11:15~11:45 긴급치료병상 시공사례(모듈러) [강창희 | 코오롱글로벌㈜ 상무]

11:45~12:00 종합질의 [이현진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이사(건양대학교 의료공간디자인학과 교수)]

12:00~12:15 폐회 [이호성 | (사)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

| 9월 29일(목)

[대한중소병원협회]  중소병원 중간간호관리자 업무 역량강화 교육 

장소 : 403호

시 간 내 용

09:30~10:00 인사말

10:00~12:00 디지털헬스케어와 간호

12:00~13:00 점심시간

13:00~14:30 수간호사 직무 및 역할

14:30~16:00 업무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16:00~18:00 간호단위 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관 ESG 연수교육

장소 : 307호

시 간 내 용

10:00~10:50 지속가능조직을 위한 ESG 경영(의료기관의 ESG) [박경수 | 삼정 KPMG 상무]

11:00~12:30

ESG의 전략적 접근방법 [장진나 | 노무법인 현율 공인노무사 / ㈜ TRUE ESG 대표]
- ESG의 “Social” 영역의 중요성
- ESG관점의 인사관리
- “Social” 영역의 최근 이슈 :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등

12:30~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14:00~15:30

의료기관의 ESG 경영 사례
[양국진 | 강북삼성병원 EHS 파트장]
[김석만 | 고려대학교의료원 사회공헌사업팀 팀장]
[구다현 | 에스포항병원 의료혁신부 주임]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창립 총회 및 창립 세미나 

장소 : 301호

시 간 내 용

[1부]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창립총회

10:30 ~ 10:35 개회사 [백남종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이사장]

10:35 ~ 10:40 국민의례

10:40 ~ 11:00 [기조강연] 의료기기 분야 정부 사업 소개 [김태형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본부장]

11:00 ~ 11:30
[총회]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경과보고 및 안건 의결
[허영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부이사장]

11:30 ~ 11:35 포럼 회장 수락사

11:35 ~ 11:40 장내 정리

[2부]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창립식

11:40 ~ 11:45 창립식 개회

11:45 ~ 11:50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소개  [허영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부이사장]

11:50 ~ 11:53 개회사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초대 회장]

11:53 ~ 11:56 환영사 [백남종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이사장]

11:56 ~ 12:05

축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이재화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12:05 ~ 12:25 의료기기 상생협력 세러모니

12:25 ~ 12:30 기념촬영

12:30 ~ 13:40 오찬

[3부]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 창립세미나

14:30 ~ 14:35 개회사 및 포럼 사업 소개 [허영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부이사장]

14:35 ~ 14:40 환영사 [포럼 회장]

14:40 ~ 16:00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상생협력 전문가]
병원에서 바라본 기업과의 상생협력 [이학종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기업에게 필요한 상생협력 [서영석 | 원텍㈜ 연구부원장]
기업에게 필요한 상생협력 표준을 통한 기업과 병원의 상생협력 [최민주 | 제주대학교 교수]

16:00 ~ 16:50 [패널토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 공동좌장 : 포럼 회장, 허영 부이사장]

16:50 ~ 17:00 폐회사 [포럼 회장]

[대한병원협회] 제8차 상임이사회

장소 : 318호

시 간 내 용

13:00~14:00 대한병원협회 제8차 상임이사회

[한국병원홍보협회]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병원 홍보의 미래

장소 : 300호

시 간 내 용

13:55~14:00 인사말 [김휘윤 | 한국병원홍보협회 회장]

주제강의  (좌장 : 최정식 서울대학교병원 홍보팀장)

14:00~15:10 디지털 시대 고객 경험 혁신전략 [이승윤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5:10~15:30 휴식

15:30~16:40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미래 [김우철 | EBS 교육방송 '명의' CP]

[GE헬스케어코리아]  GE 병원경영 리더십 포럼 ‘지속가능한 헬스케어를 위한 에코 시스템 파트너십’ 

장소 : 제3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4:00~14:05 오프닝 + Intro 영상

14:05~14:10 축사

14:05~14:15 GE 메세지 [김은미 | GE헬스케어코리아 대표이사]

14:15~14:40 지속가능한 헬스케어를 위한 에코 시스템 파트너십 [이호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장]

14:40~15:00 Q&A (질의응답)

[정보통신산업진흥원&대한병원협회]   K-디지털헬스케어, 건강에 미래를 열다 
(부제)  더 가까이! 더 튼튼하게! 더 넓게!

장소 : 308호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 인사말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장]

14:10~14:30 (Keynote) Digital Healthcare, 기대에서 현실로 [이상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1. 더  가까이

14:30~14:50
AI 융합 의료 영상진료·판독 시스템을 적용한 군 의료 발전방향
[이상호 |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의료정보화사업단장/대령]

14:50~15:10 병원의 AI도입을 위한 정보시스템 관리방안 [이호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장]

  2. 더  튼튼하게

15:10~15:30 디지털헬스 규제지원과의 역할과 의의 [손승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업연구사]

15:30~15:50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적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 [김헌성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5:50~16:00 Coffee Break

3. 더 넓게

16:00~16:20 암환자의 디지털 치료제 국내외 현황 및 적용사례 [이지열 |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16:20~16:40
AI for Children, 소아희귀질환  진단·치료·예후관리 AI SW 개발  
[채종희 |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장]

16:40~17:00 경품추첨 및 폐회

[병원간호사회]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 Smart Nursing 

장소 : 327호

시 간 내 용

14:10~14:50 환자가 안전한 스마트 욕창/낙상 예방 종합 중재 시스템 [김미옥 | 아주대병원 집중간호팀장]

14:50~15:30 비대면 상담 플랫폼을 통한 면회 및 회진 활용 사례 [박찬희 | 서울대병원 PI팀장]

15:40~16:20 스마트 물류 시스템 혁신 사례 [조상운 | 삼성서울병원 병동간호팀장]

16:20~17:00 진료 전주기 지능형 워크플로우 구축 사례 [김영미 | 한림대성심병원 커맨드센터 간호사]

17:00 폐회

[(재)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IEC/ISO 의료기기분야 국제표준 동향 세미나

장소 : 제1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사 및 축사

14:10 ~ 14:30 사업 소개 [허영 |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MeDiF) 부이사장]

Session1. ISO 국제 표준 동향

14:30 ~ 15:00 ISO/TC 212 체외진단기기 국제표준 제안 사례 [송정민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15:00～15:30
ISO/TC 198 의료제품 멸균분야 국제표준 동향 및 표준화 활동
[노미숙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15:30 ~ 15:50 break time

Session2. R&D-표준연계 국제표준 추진사례

15:50 ~ 16:10 ISO/TC 121 마취 및 호흡기기 R&D - 표준 연계 사례 [이상학 | ㈜멕아이씨에스 상무이사]

16:10 ~ 16:30 IEC/TC 62D 의료용 전자기기 R&D - 표준 연계 사례 [최은하 | 광운대학교 교수]

16:30 ~ 16:40 break time

Session3. 패널 토론 (좌장 : 허영 부이사장)

16:40 ~ 17:40 패널 토론 : R&D와 표준연계의 활성화 방안

17:40 ~ 17:45 폐회사

| 9월 30일(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 1회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심포지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이 전하는 메시지(Message)
- “What Are The Top Messages Healthcare Providers Need To Hear Right Now?” – 

장소 : 317호

시 간 내 용

9:30 ~ 9:35 인사말 [김영옥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Session 1 : 스마트병원의 운영 성과 및 중장기 확산 지원 계획 (좌장 : 차의과대학교 이신호 교수)

9:35 ~ 10:00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현황 [김종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10:00 ~ 10:30 스마트병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례 및 운영방향 [오성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실장]

10:30 ~ 11:00 의료 질과 중환자실 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격 중환자실과 확산 방향 [이호영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실장]

11:00 ~ 11:30 스마트병원 구축이 가져온 병원의 변화 [이미연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센터장]

11:30 ~ 12:00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원 계획 및 향후 과제 [이지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12:00 ~ 12:20 질의응답

12:20 ~ 13:30 Lunch Break

Session 2 :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정과 경험 공유

13:30 ~ 14:00
병원 물류 혁신을 위한 표준수량 기반 AGV 로봇 야간 자동배송 시스템 개발
[정선우 | 삼성서울병원 기획담당]

14:00 ~ 14:30 디지털 인프라 기반 IoMT 기술과 의료서비스의 만남 [박진영 | 용인세브란스병원 소장]

14:30 ~ 15:00
환자 중심 케어를 위한 폐쇄병동 스마트 이상행동 모니터링, 라운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경험
[유대엽 | 용인정신병원 기획실장]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5:40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AI 낙상·욕창 관리 시스템 구축 경험
[김태수 | 강원대학교병원 실장]

15:40 ~ 16:10
언제까지 기존 방식으로 일할 것인가? - 지능형 워크플로우 구축 경험
[이미연 |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센터장]

16:10 ~ 16:40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의 향후 지원 계획 [정연희 | 보건복지부 과장]

16:40 ~ 17:00 질의 응답 및 폐회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대한병원협회] 국산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강화전략

장소 : 301호

시 간 내 용

09:30~09:40
개회사 [김법민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
인사말씀  [박진식 |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 

[임태환 | 울산의대 명예교수]

09:40~10:40
[주제발표 Ⅰ]

[1]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의 전주기 지원 전략
[김법민 |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단장]

[2] 범부처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전략
[박창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연구과 과장]

[3] 전주기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R&D와 임상학회 연계방안
[이유경 |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10:40~10:50 Coffee Break

10:50~11:30
[주제발표 Ⅱ]

[1] 신의료기술평가유예 등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 방안
[신채민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본부장]

[2]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
[황성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 단장]

11:30~12:10

종합패널토의 [좌장 : 임태환 울산의대 명예교수]
패널   [박창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이유경 |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황성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신채민 |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본부장] 
[김태형 | 범부처의료기기사업단 본부장]

12:10~12:30 질의응답 및 폐회

[대한병원협회]  2022년 환자경험 전문가 양성과정

장소 : 307호

시 간 내 용

09:50~11:20

환자경험관리 전략 및 계획 수립 [김민정 |  ㈜헬스와이즈  대표이사]
- 환자경험 개선 목표 수립
- 환자경험관리 계획 수립 절차 및 사례
- 개선 계획 달성을 위한 제도 및 조직문화  

11:30~12:20

환자중심 문화 정착을 위한 변화 관리 [김미란 | 인하대학교병원 서비스혁신팀 팀장]  
- 병원 문화 특성 이해 
- 변화 관리 단계별 이해 관계자 소통 
- 환자 중심 의료문화의 정착 사례 

12:20~14:00 중식

14:00~14:50

환자경험 관리자 역량 강화 [이유미 | 전북대학교병원 고객상담팀 팀장] 
- 프로젝트 관리 역량 
- 예산 수립 및 계약 관리 
- 보고 및 평가  

15:00~15:50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의사 참여 방안 [김현정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의사의 동기부여 방안 
- 의사의 의사소통 교육법 
- 의사 직군에 따른 교육 경험과 사례  

16:00~17:30

서비스 기획을 통한 환자경험 향상 사례 [김소라 | 세브란스병원 환자경험팀 서비스디자인파트 과장] 
- 환자경험 관리를 위한 서비스 기획 방법 
-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적용 
- 환자경험 직원 교육 운영 사례 

[보건의료 전문언론 메디칼타임즈]  보건정책 대전환 - 필수의료 강화방안 어디로 가야 하나 – 

장소 : 403호

시 간 내 용

10:00~10:05 개회 및 진행순서 안내, 참석자 소개

10:05~10:15 인사말씀, 축사

10:15~10:20 사진촬영 [단체장, 연자 및 좌장, 토론자]

10:20~11:10
[발제]  의료계 시각에서 필수의료 개선방안 [강중구 | 일산차병원 외과 교수] 

전문가 시각에서 필수의료 개선방안 [정형선 | 연세대학교 교수]

11:10~11:50

토의 [좌장 :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의료계)   [이상운 |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라기혁 | 대한중소병원협회 수석부회장] [강민구 |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전문가)  [여준성 | 청와대 前 사회정책비서관]
(정부)      [이형훈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1:50~12:00 질의응답 및 폐회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
2022 K-디지털헬스케어 서밋(Korea Digital Healthcare Summit 2022) 

장소 : 제3세미나실

시 간 내 용

오프닝 및 인사말

10:00~10:10
개회사 [김상일 |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위원장]
축사 [윤동섭 | 대한병원협회 회장]

[1부] 디지털헬스케어 동향 및 전망

10:10~10:50
<기조연설> Advancing Digital Health Ecosystems as a Population Health Strategy 
[Dr. Anne Snowdon, HIMSS Chief Scientific Research Officer / Director of Clinical Research]

10:50~11:20 <특강>  Next Generation Hospital with AWS [정기정 | AWS(Amazon Web Services) Korea 사업개발총괄]

11:20~11:50 <특강> Digital Healthcare 2022 [나군호 |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소장]

11:50~12:20 <특강> 데이터 기반 모바일 전주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황희 |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12:20~14:00 중식 및 전시장 관람

[2부]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

Part 1.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의 미래

14:00~14:30 웹3시대의 메타버스 의료 [이언 | 가천대 길병원 교수]

14:30~15:00 병원에서의 디지털 전환 - 의료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김광준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교수]

15:00~15:30 메타버스, 의료기관 브랜딩 소통 채널로의 가능성 [박형경 | 경희의료원 홍보팀장]

15:30~15:40 Break

Part 2.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15:40～16:1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 [최윤섭 |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16:10~16:40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화 전략(부제 : 의료 AI 지불자를 찾아서) [임재준 | 뷰노 본부장]

16:40~17:10 클라우드 EMR과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미래의학 [이은솔 | 메디블록 대표]

17:10~17:30 How to progress toward a digital health ecosystem [최종수 | 삼성의료원 수석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3차 GHKOL 국제의료사업 전략세미나 

장소 : 318호

시 간 내 용

10:00～10:05 개회선언

10:05～10:40 코로나19 이후의 의료해외진출 패러다임과 전략 [김명훈 | 케어스퀘어 전략이사]

10:40～11:00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소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사업개발팀]

11:00～11:30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사례 (시엘병원-몽골) [정경미 | 시엘병원 본부장]

11:30～12:00 의료진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이동훈 | 더함 변호사]

12:00～ Q&A

[대한전문병원협의회]  2022년 임시총회 및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장소 : 308호

시 간 내 용

12:00 ~ 13:00 개회식 및 2022 임시총회

13:00 ~ 14:00 세미나 등록 및 K-Hospital Fair 관람 [병원장/이사장님 KHF부스 라운딩]

14:00 ~ 16:30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1부>   전문병원 정책방향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부>   해외진출 정책방향 소개 및 전문가 컨설팅 [배좌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미래의료 조명 [황희 |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16:30 ~ 17:00 경품 추첨

17:00 폐회사

[대한요양병원협회]  디지털헬스케어가 불러오는 요양병원 환경변화 

장소 : 301호

시 간 내 용

14:00~14:50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요양병원 환자 안전관리 적용과 현황

14:50~15:00 Coffee Break

15:00~15:50 인공지능 기술의 노인환자 동적분석 적용방법

[대한병원시설협회]  병원 시설관리분야 정보공유회 

장소 : 제2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4:00 ~ 14:10 인사말

14:10~14:35 의료건축물 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의 특수성 [유은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교수]

14:35~15:0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시설현황 및 건축분야 시설관리 [이성제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축파트장]

15:00~15:30 Break time / 병원시설관련 부스 투어

15:30~15:50 기계설비분야 시설현황 및 시설관리 [김동훈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설비파트장]

15:50~16:10 전기통신분야 시설현황 및 시설관리 [박병주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기통신파트 과장]

16:10~16:20 Break time

16:20~16:40 환경소방분야 시설현황 및 시설관리 [장지운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환경안전파트장]

16:40~17:00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센터 건립계획 [이경진 | 대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17:00 행사 종료

[고려대구로병원(연구중심병원육성R&D사업단)] 2022년 고려대구로병원&전남대학교
병원 공동연구 심포지엄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바이오·의료기술 R&D동향’ 

장소 : 제1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4:00~14:10  개회 및 축사

14:10~14:20
연구중심병원육성R&D사업 소개 
[서재홍 | 고려대구로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연구중심병원육성R&D사업 단장)]

14:20~14:30 고려대구로병원 R&BD 공동연구 플랫폼 [용환석 | 고려대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14:30~ 14:40 전남대학교병원 R&BD 공동연구 플랫폼 [조형호 | 전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14:40-15:00 바이오·의료 R&D 트렌드 및 시사점 [김현철 | 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장]

15:00-15:20 혁신의료기술 평가사례와 선진입 제도 활용방안 [신채민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15:20-15:40 바이오·의료기술산업 투자 동향과 전망 [현병환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15:40~16:00 인공지능기반 신약개발의 기회와 도전과제 [강재우 | ㈜아이젠사이언스 대표]

16:00~16:30 패널토론

16:30-16:35 폐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K-Health 국제협력 전략사업 ‘아세안 맞춤형 UHC 국제연수’ 
사후 웨비나  (ROK-ASEAN UHC 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Post-training)  

장소 : 403호

시 간 내 용

14:00~14:20 등록 및 접수

14:20~14:30 개회사 및 축사 [박광택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대행]

14:30~14:35 기념사진 촬영

14:35~14:45 아세안 UHC 국가별 Action Plan Report 수립 경과 [김진학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처장]

14:45~15:45

아세안 국가별 UHC Action Plan Report 발표 1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좌장) [김진학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연구처 처장]
(패널)  [김양우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연구처 교수] 

[조현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협력팀 팀장] 
[성예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부 과장]

15:45~16:00 휴식

16:00~17:00 아세안 국가별 UHC Action Plan Report 발표 2부 (미얀마, 필리핀, 태국, 아세안 사무국)

| 10월 1일(토)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환자안전전담인력의 사무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전략 

장소 : 제4세미나실

시 간 내 용

09:50 ~ 10:00 회장 인사말

10:00 ~ 10:30 환자안전문화 측정의 이해 [김성화 | 삼성서울병원 QI실 위기대응 PI파트장]

10:30 ~ 11:00
한국형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활용·확산 전략 수립 사업 결과 보고 
[곽미정 |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부회장]

11:00 ~ 11:30
사무자동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환경 구현 [김성화 | 삼성서울병원 위기대응파트장] 
-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자료 입력 및 보고서 산출 
- 환자안전지표 자료 입력 및 보고서 관리 

11:30 ~ 12:00 사무자동화 업무 시연 영상

[병원경영진단사회]  2022년도 추계 학술대회 의료조직 성과관리 Conference 
"성과관리 트렌드와 실천사례" 

장소 : 제4세미나실

시 간 내 용

< 1부 > 개회식 | 사회 : 나병관 의료산업이사 (메디렉스 대표)

13:30~14:00

개회사 및 축사
[병원경영진단사회 회장]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회장]
[병원경영진단사회 명예회장]

< 2부 > 성과관리 트렌드와 실천사례
좌장 : 남상요 학술부회장 (혜원의료재단 세종의료정책연구소장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주임교수)

14:00~14:40 의료조직에서의 OKR과 애자일 경영도입의 이론과 실제 [김경민 | ㈜가인지캠퍼스 대표]

14:40~15:10 의료조직의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 MBO, BSC, OKR [성만석 | 엘리오앤컴퍼니(주) 대표]

15:10~15:30 Coffee Break

15:30~15:50 의료기관에서의 성과관리를 위한 KPI 관리 [설석환 | 창원파티마병원 기획조정실장]

15:50~16: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소병원 전략목표와 성과관리 추진 사례 [김영배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그룹 이사]

16:10~16:30 직무분석과 성과관리 - 공공병원 직무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사례 [최순성 | 한국역량교육연구소 전문위원]

16:30~16:50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발표자 및 좌장]

16:50~17:00 폐회

[사단법인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공사의 역할과 미래 

장소 : 제2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4:00~14:30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공사의 역할과 미래 

14:30~15:30 의료기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증의 필요성과 공인 자격등록 [대한의공협회장]

15:30~15:40 Coffee Break

15:40~16:10 의공사의 자격등록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질의 응답

16:10~17:00 임시이사회

세미나 / Seminar
· 세미나는 주관측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잔여 좌석이 있을 시 선착순으로 현장 접수가 마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