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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바이오‧헬스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 행사개요

   일시‧장소 : ’18. 2. 9.(금) 10:00 ~ 12:10,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3층 대강당

   주    관 : 산업통상자원부(바이오나노과)

  주요내용 

    -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발표(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연계) 및 간담회 

    -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추진계획 발표 및 얼라이언스 출범식 등

   참 석 자 : 23명   * 명단 별첨

    - (산업부) 백운규 장관,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

    -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박호빈 원주시의회 의장

    - (공공기관)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산‧학‧병) 종근당, 메디아나, SK텔레콤, 삼성증권, 한양대, 원주기독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 진행계획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0:00~10:10 10’ •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MOU 11개 협약기관

10:10~10:20 10’ • 디지털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출범식 18개 참여기관

10:20~10:25 05’ • 모두 말씀 산업부 장관

10:25~10:40 15’ •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발표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10:40~10:45 05’ •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추진계획 발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10:45~10:50 05’ • 헬스케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효과 발표 ㈜라이프시맨틱스

10:50~11:50 60’ • 토 론 참석자 전원

11:55~12:00 05’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장관

12:00~12:10 10’ •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 현판식 * 기념촬영

 

□ 경제부지사님 하실 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접

   디지털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출범식 가림막 제거

  바이오 헬스산업 발전전략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추진계획 발표 등 청취

 2018. 2. 7.(수)                          전략산업과 생명산업담당 (☎ 3473)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및 디지털 헬스케어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여기관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23명

산업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 문승욱 산업기반실장

이승우 시스템산업정책관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

(3) 원창묵 원주시장

박호빈 원주시의회 의장

기업 이병건 종근당 부회장 신약

(7)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 신약

김용주 레고캠바이오 대표이사 신약

김응석 메디아나 대표이사 의료기기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사 헬스케어

김준연 SK텔레콤 HC/IVD Unit 장 IT/통신

전영묵 삼성증권 부사장 금융

병원 이강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과대학장

(2) 임영혁 삼성서울병원 연구부원장

학계(1) 공  구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공공기관 박청원 전자부품연구원(KETI) 원장

(3) 정동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한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공공주택

유관기관 서정선 한국바이오협회장 ㈜마크로젠

(4)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라이프시멘틱스

서현배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 현메딕스

박성빈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전략기획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