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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김희경 대표이사 선임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4 월 1 일자로 김희경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희경 대표는 국내·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및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케어에서 16 년간 재직하며, 마케팅 및 영업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과 비즈니스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14 년에는
한국존슨앤드존슨 비젼케어 대표를 역임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대표로 임명되기 전, 2018 년에는 중국존슨앤드존슨 비젼케어
대표로 부임, 외부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 및 이커머스(E-commerce)
부문에서 새로운 조직 역량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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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희경 대표는 서울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진 디삼브리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북아시아지역 총책임자는 “신임 김희경 대표의 검증된 성공
이력 및 리더십 역량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를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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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정기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는 약 350 만명의 만성 콩팥병 환자를 위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석전문기업이다. 전세계적으로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의
3,994 개 이상의 투석 클리닉 네트워크를 통해 345,096 명이 넘는 환자들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투석 기계와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와 같은 투석 제품 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핵심적인

사업을

비롯

치료

코디네이션

분야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FME)와 뉴욕 증권거래소(FMS)에 상장되어 있다.
더 많은 정보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freseniusmedicalcare.asia
DISCLAIMER

본 보도자료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을 수반한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결과는 비즈니스,
경제 및 경쟁 여건의 변화, 규제 개혁, 환율 변동, 소송 또는 조사 절차의 불확실성 및 자금 조달의 가능성을
포함한 특정 요인으로 인해 미래예측진술에 기술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요소 및
불확실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resenius Medical Care & Co. KGaA 가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Fresenius Medical Care AG & Co. KGaA 는 본 보도자료의 미래예측진술
업데이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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