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CTOBER 26-28, 2022
Swiss Grand Hotel, Seoul, Korea

Digital Transformation of 
Laboratory Medicine: 

Linchpin of Future Medical Value

63rdANNUAL
MEETING

후원/전시 약정서

www.lmce-kslm.org



02

63rd ANNUAL
MEETING

―
CONTENTS

03
초청의 글

04
조직위원회

05
학회 소개

06
대회 개요

08
대회 소개 및 현황

10
후원 기대효과

12
전시 참여 안내

14
전시장 안내



03

초청의 글

63rd ANNUAL
MEETING

OCTOBER 26-28, 2022
SEOUL, KOREA

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영문: LMCE 2022 & KSLM 63rd Annual Meeting, 

약칭: LMCE 2022)가 2022년 10월 26일(수)부터 10월 28일(금)까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3일간 오프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본 학회는 

코로나19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보건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방역을 

수호하는 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했던 진단검사의 역할을 알리고 국내 

진단검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 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LMCE 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28개국 약 1,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K-컨벤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오프라인으로 대회가 

개최됨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연구 발전 동향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보내주신 모든 

후원사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LMCE 2022은 “Digital Transformation of Laboratory Medicine: Linchpin of Future Medical 

Value” 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Big data와 AI 기술을 통한 Laboratory Medicine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역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더욱 규모 있고 내실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으므로 최신 경향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LMCE 2022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나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국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사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 한 진 단 검 사 의 학 회

이 사 장  전  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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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
조직위원장
전사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
사무총장/학술 학술
윤여민
건국의대 건국대학교병원

박정수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
총무
이우창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재무
김명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
국제
박효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
홍보
이용화
순천향의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규태
충남의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편집
이수연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
전시
문희원
건국의대 건국대학교병원

―
진행
백세연
서울의과학연구소

정재우
동국의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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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개

+  건강검진이나 선별검사를 통한 질병 발견 또는 예방

+  치료 효과의 추적관찰

진단검사의학이란?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인체에서 유래하는 각종 검체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질병 진단이나 치
료 효과판정 등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혈
액에 들어있는 각종 성분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변, 뇌척수액, 체액 등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또한 인체의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하여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각종 미생물을 분리하여 동정하기도 하고, 암세포를 분리하
여 그 암세포의 성상을 밝히는 검사도 합니다. 
혈액은행에서는 병원 내 수혈이 필요한 모든 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검사나 
헌혈, 성분헌혈, 혈장교환 및 치료적 혈구성분채집술 등도 시행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유전검사를 시행하여 질
병과 관련된 최신 유전 정보를 제공하며, 유전상담을 통하여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고과의 각종 
검사 기법은 최신 의학 지식 및 기술을 환자 치료에 접목하여 의료진에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
다.

―
진단검사의학 검사의 목적

―
진단검사의학회 연혁

학회의 출범과
전문의 배출

대한임상
병리학회의

독립
국제활동

지회의 창립학회 활동

+  환자의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

+  예후 판정

+  질병중증도 및 경과 판단을 통한 치료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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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개요 

―
LMCE 2022 대회 개요

+ 기간 2022년 10월 26일(수) - 10월 28일(금)

+ 주제 Digital Transformation of Laboratory Medicine: Linchpin of Future Medical Value

+ 개최 방식 미정

+ 규모 참가자 30개국 1,800명 (국내 1500명, 해외 300명)

학술 25개국 400명

전시 80개 업체

+ 행사 내용 공식행사 – 개회식, 환영 리셉션, 만찬
학술프로그램 – Plenary Lectures, Keynote Speeches, Symposia, 
                       Education Workshops, Oral & Poster Presentations 

+ 홈페이지 www.lmce-kslm.org

―
프로그램 일정표 

KS 04

EW 11 EW 12

EW 19

EW 01 EW 17

EW 15 EW 16

OP 05 OP 06

EW 24EW 08

OP 02 OP 03 OP 04

SY 11 SY 12
Senate

Meeting

EW 18

SY 13 SY 14 SY 15

SY 17
(KOR)

EW 20 EW 21 EW 22 EW 23

EW 26EW 25
KS 03

PL 03

SY 16
(KOR)

Banquet
(Hotel 2F, Grand Ballroom)

SY 06 SY 07

SY 08 SY 09 SY 10

KS 01
EW 09 EW 10

SY 05 EW 02 EW 03

EW 04 EW 05 EW 06

EW 13 EW 14

EW 07

OP 01

KS 02
Opening Ceremony

Welcome Reception
(Convention Center 4F, Lobby)

PL 01

SY 03

PL 02

SY 04

SY 01*

SY 02*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Wednesday, October 26

Room BRoom A Room C Room D Room E

Thursday, October 27 Friday, October 28

Room BRoom A Room C Room D Room E Room BRoom A Room C Room D Room E

Pre-
Congress

Break

Break

Break

Break

KSLM Assembly Meeting

PL: Plenary Lecture
 KS: Keynote Speech

 SY: Symposium
 EW: Education Workshop

 OP: Oral Presentation
SY01: Inspector Workshop

SY02: Educational Supervisor Workshop
SY17: CME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KO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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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기조강연
[PLENARY LECTURES]

진단검사의학회의 
세계적 석학의 초청강연

심포지엄
[SYMPOSIUM]

분과, 유관, 국제, 기관
연구자들의 발표

주요세션
[KEYNOTE SPEECHES]

진단검사의학회 전문가의
최신 동향 발표

전시
[EXHIBITION]

관련분야 기업들의 전시

학술발표
[ORAL/POSTER PRESENTATION]

관련분야 연구자들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

워크숍
[EDUCATION WORKSHOP]

현재 이슈되고 있는 
현안들을 주제로 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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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소개 및 
현황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hibition)는 
세계 30개국 1,300명 이상의 진단검사의학관련 전문가와 진단의료산업 종사 자가 참석하며 미국의 AACC 
Annual Meeting과 유럽의 Eurolab 대회가 각 대륙을 대표하는 동분야 세계대회라면, LMCE 대회는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최대의 세계대회 입니다. 본 조직위원회는 LMCE 대회와 함께 국내 진
단의료기기 산업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관련 업체의 최신 정보와 기업 제품을 대회 참가자에게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 주최한 
'K-컨벤션'으로 선정

―
LMCE 대회 역대 현황

LMCE 2016 LMCE 2017 LMCE 2018

참가자수  27개국 1,036명 30개국 1,232명 33개국 2,031명

논문발표 21개국 395편 26개국 399편 29개국 437편

전시 61개사 90부스 71개사 108부스 75개사 113부스

LMCE 2019 LMCE 2020 LMCE 2021

참가자수 36개국 1,888명 25개국 1,256명 28개국 1,725명

논문발표 30개국 405편 18개국 342편 25개국 420편

전시 86개사 130부스 58개사 59개사

*2016~2021 해외 참가자 수

America
103명

Africa
54명

Middle East
41명

Oceania
39명

Europe
75명

Aisa
793명

"LMCE 대회는
 미국의 AACC Annual Meeting과   

 유럽의 Eurolab처럼
 한국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대회로 성장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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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소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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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LMCE 전시 참가 업체

Abbott Korea Ltd. EONE Laboratories MEDISTAR Corp. SCL, Seoul Clinical Laboratories

Alere Healthcare, Inc.
EUROIMMUN (South East Asia) 
Pte. Ltd

MEDIWARE a.s. SD BIOSENSOR, INC  

Aptamer Sciences Inc. GC Labs Merck Ltd. Korea SD Genomics

Arkray Global Business, Inc. GeneMatrix Bio Inc. Mindray Medical Korea LTD SEASUN BIOMATERIALS

ASTA Genetree Research Nanobiz Co., Ltd. Seegene Inc.

ATGen GeneX NanoEnTek Seegene Medical Foundation

BD GENOME CARE CO., LTD
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SeongKohn Traders’ Corp.

Beckman Coulter Korea Ltd. GMS Co., Ltd NGeneBio Co., Ltd. SG Medical, Inc.

Biois Co., Ltd. Green Cross Medical Science Ortho Clinical Diagnostics SHINWHA MEDI Co., Ltd   

Biomedbook Handok Inc. OSANG Healthcare Co., Ltd Shinyang Chemical Co., Ltd.

bioMérieux Korea HANLAB Corporation Oxford Immunotec Limited Siemens Healthcare Ltd.

Biometrix Technology Inc. HBI Co., Ltd PaxGenBio CO., Ltd. SOOHO CHEMICAL

Bioneer HUMASIS PHARMODE CO. Ltd. SOYA GREENTEC

Bio-Rad Korea Illumina Korea Ltd. ProteomeTech Inc. SS Medipia

BioSewoom. Inc ImmuneMed Inc. QIAGEN Korea Ltd. Sysmex Korea

Boditech Med Inc. infopia RADIOMETER KOREA Thermo Fisher Scientific

BOM MEDICAL CO., LTD INSOL Randox Laboratories Ltd. TwistDx

Celemics Inc. i-SENS, Inc. RAPHAMEDICS UNIONLAB IN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JW Bio Science RapiGEN Inc., Korea Waters Korea Limited

clinomics KM Healthcare Corp. R-Biopharm Korea WELLS BIO, Inc.

COMMUGENE KogeneBiotech Roche Diagnostics Korea Co., Ltd. Werfen Medical IL, LT.

Diagenex Kyung Il Medical SAMIL Pharmacy & Trading Co. Ltd Wisemeditech, Inc.

DONG-A ST LAMEDITECH
Samkwang Medical 
Laboratories

WOONGBEE MeDiTech, Inc.

Dongbang POC Co., Ltd. LG Chem, Ltd. SAMWOO S&T CO., LTD. YD Diagnostics

Dow Biomedica Luminex Corporation SCIEX Young In Scientific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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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기대효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영문: LMCE 2022 & KSLM 63rd Annual Meeting, 약칭: LMCE 2022)
는 진단검사 분야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국내 대회로 개최되었던 추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로 2016년부
터 전환하여 매해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진단검사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시 규모를 확대하고, 전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본 대회의 참여는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기회이자, 전세계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네트
워킹을 통하여 비즈니스 및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LMCE 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28개국 약 1,7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였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명한 국제대회 후원사가 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참
여 기업 브랜드의 국제화, 제품 신뢰성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참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1
글로벌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대회

2
기업 및 제품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

3
해외시장 진출 및 
범위 확장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

4
전세계 진단검사학회 전
문가와의 협력관계 구축

5
한국 진단검사의학회 산
업 비즈니스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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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참가자

LMCE2022는 진단검사의학회와 관련된 1,000명의 학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가장 규모가 큰 학술대회 및 전시회를 포함한 행사입니다. 전세계 관련 학계, 정부기관, 글로벌기업 등 2,000여
명 이상의 참가대상군 홍보를 통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제품 홍보를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며 
최신 동향 습득 및 기술 교류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시회에는 
전세계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되며,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 및 시장 확장을 위한 최적의 플랫
폼이 될 것 입니다.

―
참가분야

진단검사의학회
총집결의 장

유관학회/기관

약 65곳

관련산업업체

약 800명

분과학회

약 100명

전공의

약 100명

국제협렵학회

약 10곳

진단검사의학회 주요 분야

진단혈액
Diagnostic Hematology

임상화학
Clinical Chemistry

진단면역
Diagnostic Immunology

임상미생물
Clinical Microbiology

현장검사
Point-of-Care Testing

수혈의학
Transfusion Medicine

진단유전학
Diagnostic Genetics

검사정보학
Laboratory Informatics

검사실경영학
Laborator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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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여
안내

―
패키지 전시 참여 

등급별 혜택 사항 
(부가세별도)

Blue 
Diamond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1.5억 1억 5천 3천 1천 5백

학술

Education Workshop 제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Pre-Congress Workshop 제공 ○

전시

부스 공간 _ 3x2m 5부스+a(미정) 4부스 3부스 2부스 1부스

마케팅 라운지 신청 ○ ○ ○ ○ ○ ○

사전 홍보

홈페이지 로고 노출 _ 메인 ○ ○ ○ - - -

홈페이지 로고 노출 _ 서브 ○ ○ ○ ○ ○ ○

홈페이지 온라인전시 ○ ○ ○

웹메일 하단 로고 삽입 ○ ○ ○ ○

참여사 홍보 웹메일 6회 4회 2회
LMCE 유튜브 채널 내 
후원사 홍보영상 3개 2개 1개

대회중 홍보

명찰줄 참여사 로고 삽입 ○ ○ - - - -

대회 안내 배너 참여사 노출 ○ ○ - - - -

대회 가방 참여사 로고 삽입 ○ ○ - - - -

대회 가방에 홍보물 삽입 ○ ○ ○ - - -

행사장내 로고 노출 ○ ○ ○ ○ ○ ○

등록

무료 등록 인원 (해당 업체 직원에 한함) 10명 10명 5명 3명 3명 2명

* EW Plus (1,000만원, 부가세 별도): 세부 혜택 사항 개별문의 
* EW 추가신청 (1,500만원, 부가세 별도): EW 30분 추가 (점심시간대의 기존 EW에 이어서 추가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 순위내 우선권은 조직위에서 배정합니다.
※ 등급별 혜택 사항은 대회 진행에 의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모든 혜택은 약정서 접수 시점을 기하여 

    발표되며, 신청이 늦어 제작 시기가 지난 경우 
    혜택 중 일부를 제공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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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기타 광고 협찬 

구분 금액
(부가세별도) 비고

프로그램 표지 2 (앞 겉표지 안쪽의 왼쪽) 150 만원

* 블루 다이아몬드 & 다이아몬드사 
  선택 우선권 부여

표지 3 (뒤 겉표지 안쪽의 오른쪽) 100 만원

표지 4 (뒤 겉표지) 200 만원

전시 
워크숍

표지 2 150 만원

표지 3 100 만원

표지 4 200 만원

내지 2면 140 만원 * 프로그램과 워크숍 각 한 면씩 
* 내지 광고 2면은 부스 신청시 필수 사항

―
참여 신청 안내 

신청 방법 1. 전시 약정서 작성 후 준비 사무국으로 
    E-mail (exhibition@lmce-kslm.org) 송부 
    * 약정서 발송 후 접수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전화 확인 요청 드립니다.  

2. 약정서 접수 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 신고 후 해당 금액을 계좌 입금

3. 입금 확인 후,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 제출 서류 - 전시 참여 약정서 (소정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용)
납입 안내 납입기한       2022년 7월 26일 - 9월 1일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576-910001-10304

예금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주요 일정 골드 이상 참여 접수 마감 (워크샵 접수) 2022년 4월 29일 

실버 & 브론즈 참여 접수 마감 2022년 7월 29일

* 상기 일정은 대회 준비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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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안내

4F

3F

2F

1F

Session Room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Hall

Poster

Exhibition
Hall

Poster

Session Room

Exhibition

3x2(6㎡)
Booth: 40ea

3x2(6㎡)
Booth: 18ea

3x2(6㎡)
Booth: 53ea

3x2(6㎡)
Booth: 58ea



전시약정서
1. 전시사 기본정보
* 표기부분은 추후 제작물에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홈페이지(대표)

주소

담당자 성함/직급 E-MAIL

TEL. H.P.

2. 후원신청 내역
   + 패키지 전시

후원 등급 □  Blue Diamond □  Diamond □  Platinum □  Gold □  Silver □  Bronze

금액 (VAT별도) ￦150,000,000 ￦100,000,000 ￦50,000,000 ￦30,000,000 ￦10,000,000 ￦5,000,000

   + 기타 광고 협찬

항목 구분 표2 표3 표4 내지(2매)

금액 (VAT별도)
프로그램 □  ￦1,500,000 □  ￦1,000,000 □  ￦2,000,000

□  ￦1,400,000
워크숍 □  ￦1,500,000 □  ￦1,000,000 □  ￦2,000,000

3. 납부 계획 및 입금 안내

총 납입 금액(VAT별도) ￦ 하나은행 576-910001-10304 (예금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납입 일정 2022 년            월            일 납입 마감일: 2022년 9월 1일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일 2022 년            월            일 □  청구   □  영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주소 미기재시 담당자 이메일로 발행됨

• 2022년 9월 1일 까지 약정금 완납 (*입금수수료는 후원사 부담) 
• 입금 전 반드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 신고 후 입금.
• 전시 부스 및 내지 광고 위치 배정은 전시 등급 및 학회 기여도에 따라 조직위원회에서 결정.
• 광고 제작에 사용된 모든 폰트/이미지의 저작권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출 필요하며 만약 저작권 문제 발생시, 업체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음.

LMCE 2022 & KSLM 63rd Annual Meeting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후원할 것을 약정합니다.

2022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서명

63rd ANNUAL
MEETING



학회사무국: 대한진단검사의학회
0432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A동 1105호
T. 02 795 9914   F. 02 790 4760   E. kscp3@kams.or.kr

대회사무국: ㈜피플엑스
062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7길 16 해오름빌딩 1층 
T. 02 566 6033   F. 02 566 6087   E. info@lmce-kslm.org

www.lmce-ksl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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