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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리뷰
역대 Medical Korea 콘퍼런스 행사에 대한 참관객 의견

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품격있는 행사
- 프로그램 구성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 세밀한 준비, 좋은 환경, 다양한 분야 및 전문가에 대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 포럼 중점, 다양한 분야 사례, 주제를 다루어 좋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행사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반적인 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획득 및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 참가했는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부분(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및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궁금증이
해결되어 좋았고 연사가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유익한 행사
- 다른병원의 사례를 듣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 내용이 유익하며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업계 지인들 및 팀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되어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24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지하철
호선 삼성역에서 오시는 경우 5번 출구 방향 도보 약 8~10분
호선 봉은사역에서 오시는 경우 7번 출구 방향 지하 도보 약 3~5분

한국 의료관광이 궁금하다면?
Visit Medical Korea 클릭!

www.visitmedicalkorea.com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동기간 개최 행사

KIMES 2020 제36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20년 3월 19일(목)~21일(토)

일시 / 장소: 2020. 3. 19(목)~3.22(일)/코엑스
주최: 한국이앤엑스/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후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k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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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홍보관(전시) ~22일(일)까지]

행사소개

콘퍼런스
No.

주제

제 11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인 ‘Medical Korea 2020’가

1

Trends

3월 19일(목)~21일(토), 코엑스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2

Medical Tourism

‘Medical Korea 전시홍보관’은 ‘KIMES 전시관(그랜드볼룸)’에서 3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운영됩니다.

3

Quality
Management

'Medical Korea 2020'은 국제의료시장의 정보 교류를 위해 개최되는 글로벌 헬스케어 콘퍼런스 입니다.

4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를 주제로 의료산업, 의료관광, 의학교육, 전문의학

5

Marketing

6

Digital Healthcare

7

Overseas Expansion

8

Medical Training

9

Healthcare
Professionals

10

Universal Health
Coverage

11

CSR

12

Korean Medicine

13

Cancer

14

Dentistry

15

Physical Therapy

16

3D Printing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Medical Korea 전시홍보관과 더불어 동기간에 KIMES
전시가 이루어져 다양한 볼거리와 폭넓은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됩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MEDICAL KOREA 2020 (메디컬 코리아 2020)
(The 11th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2020년 3월 19일(목)~21일(토), 코엑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일시/장소

* 단, 'Medical Korea 전시홍보관'은 KIMES 전시관(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2일(일)까지 운영

주제

초연결 시대의 글로벌 헬스케어
(Global Healthcare in Hyper-connected Era)

세션
국제 의료시장의 패러다임 – 초연결화(Hyper-connected) 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변화의 흐름, 시장 다변화, 국가별 정책 변화 및 대응 등 소개
의료관광 산업의 초연결 시대 – 미래 성장 동력
글로벌 기업의 의료관광 산업 분야로의 확장, 보험 상품 다양화, 결제 시스템 마련, 여행사-호텔-항공 융복합 사례 공유
‘의료 서비스’ 다름의 경계를 넘어 – 치료 이상의 치유
국내외 유수 의료서비스 관계자 초청 의료기관별 환자 보호 체계·서비스 등 공유
질 개선을 통한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관광 전문가 연구모임을 통한 글로벌 의료관광 트렌드 공유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의료관광 마케팅의 ‘가치’와 ‘경험’
헬스케어 분야별 디지털 홍보 동향, 해외 브랜딩 전략,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 공유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포럼(8th)
디지털 헬스케어 세계 동향 및 국내 기술·제품의 수출 활성화 방안 등 글로벌 진출 전략 공유
의료해외진출 전략포럼 – 제1차 GHKOL 의료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및 현장컨설팅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사례 공유
글로벌 의학연수의 정보 공유
외국 의료인 대상 국내 연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법률, 의학교육평가인증 시스템 등) 공유 및 연수 사례 소개
글로벌 헬스케어人 네트워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년 국가인증시험, 의료통역사 및 국제의료코디네이터 등 활동사례 공유 및 네트워킹
글로벌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 가나, 바레인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UHC 현황 및 필요성 논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사회공헌
글로벌 나눔의료 소개, 해외 병원 사회공헌 활동 우수 사례 공유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전략 및 사례
주요국 보완대체의약 수요 및 한의약의 해외 확산 전략 공유
한-신북방 암 협력 콘퍼런스(국립암센터)
한국의 국가 암 관리 정책 및 최신 진단・치료 기술 공유를 통한 한국 의료 위상 제고 및 한-신북방 보건의료 교류·협력 강화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인도 차이나 반도 지역 진출 (대한치과의사협회)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3국 치과계 리더 및 대한민국 치과산업 선도 기업 대표 모임을 통한 세계 치과시장에의 진출
방안 및 해법 모색
2020 최신 물리치료 트렌드 국제 콘퍼런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각 국가별 물리치료 최신 트랜드 소개 및 국내 물리치료사들의 기술 향상과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료분야의 적용 및 역할(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분야의 적용 모색 및 신속한 의료기기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역할 공유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부대행사
Medical Korea 전시홍보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분야 전시

주관

한국병원체험행사
한국 의료기관 방문 및 의료서비스 체험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g
* 동기간 개최 행사: KIMES 2020(www.kimes.kr)

비즈니스 미팅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국내 기관 간 1:1 비즈니스 파트너링
국제의료 지원사업 설명회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및 의료 해외진출 관련 지원 사업·제도 소개 및 사례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