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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VGTC : Business area

VGTC 사업영역 4가지

3D Live Surgery

Webinar Service

Hands-on Course

Rent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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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Live Surgery 수술에 특화된 3D영상장비를 통해 수술 집도의와 동일한 시야를 실시간 3D TV로 전달하는

시청각 영상 교육 

Hands-on Course 강사의 시연 후 1:1 또는 1:N으로 실습하는 교육방식과 이론강의(Case Review)후

강사의 시연을 3D TV를 통해 시청하는 동시에 실습하는 교육방식 보유

Webinar Service Webinar 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On & Off 결합하여 운영

Rental Service 기업, 학회, 협회 등이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는 대관 사업

 

수의 분야의 교육, 실습, 연구, 테스트 진행에 있어서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VGTC에서는 한번에! 빠르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VGTC만의 3V인프라 기반을 통해 ONE-STOP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 VGTC인가?

아시아 최대 Vet분야 ONㆍOFF-LINE 통합 Retraining center

About VGTC

VGTC는 의료 전문가들이 최신의 치료 기술과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 환경과 방법을 제공하는

종합 의료교육 센터입니다.

‘VGTC’는 실제 의료 현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된 수술실, 실습실, 컨퍼런스 홀을 통해 수의 교육의 몰입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실습 교육의 운영 체계를 통해 의료 전문가들에게 실습과 습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OnㆍOff-line 수의 교육 전문 플랫폼입니다. 



Vet
3D 영상기술 및 촬영

VeterFlix
온라인 VOD
콘텐츠 제공

VGTC
실험동물 공급대행

교육시설 제공

인프라

 

VGTC : Infrastructure

Vet분야 3D영상촬영기술과 Veterflix 온라인 강의 활용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실험동물 공급대행과 교육장소

VGTC를 하나의 Package로 구성하여 한번에 빠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VGTC 인프라 소개

교육 참가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고객사에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안을 제시합니다.

오직 VGTC에서만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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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
Vet분야 영상촬영 제공

VGTC
실험동물 공급대행 및

교육장소와 장비 제공

Veter�ix

3D 영상은 수술부위의 실제 색, 거리, 깊이, 집도의의 움직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2차원 영상보다 트레이닝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컨퍼런스 홀

실시간 시청각 교육을 위한

강의 맞춤 장비 보유

수술실

3D Live Surgery를 위한 첨단시설과

최적의 수술교육 환경 구축

실습실

3D TV 시청과 동시에 Hands-on

체험이 가능한 시설

Webinar Service

OnㆍOff-line이 결합된 교육행사

운영 서비스

모든 실험동물에 대해서 동물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몰입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 운영과 실습을 위한 첨단AV장비를 제공하며 

Webinar 서비스를 통해 OnㆍOff-line이 결합된 세미나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당일 교육 전 Veterflix를 통해 사전교육 영상으로 예습이 가능하며

당일 3D카메라로 촬영된 수술영상을 Veterflix에 업로드하여 복습까지

가능합니다.

축적된 온라인

3D영상강의 제공

실험동물
신청

보관
(필요시) 폐기

모든 실험동물에 대해서 동물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합니다.

실험동물 공급대행

ㆍ신청서 작성

ㆍ계약 진행
    (교육행사 계약서 포함)

ㆍ최대 3일까지 보관
    (뼈 부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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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온라인 강의 참석

Phone + Mini VR 시청 (최대 1,000명)

시연 직접 참관 교육

실시간 3D TV시청 (최대 20명)

3D TV를 통해 강사의 시연을 시청하는

동시에 실시간 Hands-on 진행

실시간 3D TV시청 (최대 60명)

수술실
(교육생)

실습실
(교육생)

온라인
(교육생)

3D Live Surgery 시청각 교육

실시간 LED 스크린+3D TV 시청 (최대 132명)

교육시설 소개
Educational facilities

교육시설 활용 프로그램 진행 단계

1. 사전 교육

2. 당일 이론 교육

4. 복습 교육

3. 당일 실시간 교육

1. 사전교육 VOD 제공 (온라인 : Veterflix)

ㆍ예습 진행

VOD 제공

(온라인 : Veterflix)

녹화 VOD 제공

(온라인 : Veterflix)

2. 당일 이론 교육 Case Review

ㆍ각종 영상장비 활용 (LED 스크린ㆍ3D TVㆍ스마트보드 TV)

3. 당일 실시간 교육 수술실을 기본으로 4가지 교육 시설을 동시에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안으로도

구성가능하며 선택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4. 복습 교육 녹화 VOD 제공 (온라인 : Veterflix)

ㆍ복습 진행

컨퍼런스 홀
(교육생)

수술실
(강사)

시연진행



컨퍼런스 홀
Conference Hall

좌석(132석)   극장식 의자로 편안한 좌석을 제공

LED 스크린 180”, 2mm

3D TV  98”, 4K (2EA)

PTZ 카메라 4K, x40 zoom (3EA)

개별 Mic. 2좌석 간 1개의 개별 Mi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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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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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소개
Educa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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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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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Operating room

3D Camera  3D Live Surgery 가능한 장비

3D TV  55”, 4K (2EA)

2D TV 컨퍼런스홀 현장 중계 모니터

PTZ 카메라

스마트보드 TV

4K, x40 zoom

 86”, 4K, 판서기능

W/L Mic. 강사 전용 무선 Mic. 제공

실습실
Practice room

3D TV

15개의 실습대(최대 60명)와 교육 시설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의 Hands-on 코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5”, 4K (8EA)

스마트보드 TV 86”, 4K, 판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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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ter�ix Global Training Center
www.3dmedivision.com/vgtc.htm

Leading Medical Edu Tech
www.3dmedivision.com

Surgical Videos for Surgeon
www.surg�ix.com

Surgical Education for Veterinarians
www.veter�ix.com

Global site for surgical training for
veterinarians worldwide.
www.globalveter�ix.com

Global

 

Webinar 시스템을 통해 교육실습 프로그램을 OnㆍOff-line으로 결합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Webinar Service 소개

오직 VGTC에서만 가능한 인프라입니다.

Family Website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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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TC 공간 외에도 

강사 분의 근무 장소 또는 

근접 지역으로 출장 진행도

가능합니다.

3D영상촬영 장비와의

결합으로 교육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설치프로그램 없이 

Website 접속으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Off-line

연자(발표자)와 의학계 저명인사,

제조사 직원 등 최소 인원 참석

(컨퍼런스홀)

On-line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실시간 LIVE 강의수강 및 질의응답 등

현장과의 소통 가능

Hybrid

- 오프라인 현장 - - 온라인 참석자 -- 웨비나 플랫폼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ON&OFF 결합

교육 세미나 운영 가능

교육시설 소개
Educational facilities



도로명       

지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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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인천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도보 2번 출구에서 1,455m 소요 (약 20~25분)

버스 인천 6-1번 탑승 (약 10분)

운임지역 : 3번출구 <-> 얀센백신

운임비용 : 약 3,800원 예상

택시 3번 출구 앞 탑승 (약 3분)

동윤준 책임 070-4121-8790 / yj.dong@3dmedivision.com

김희주 주임 070-4121-8791 / khj@3dmedivision.com

@vgtc

www.facebook.com/VGTC.3dmedivision

vgtc_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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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2공장

새롬공원

형지 글로벌패션

복합센터 송도웰카운티

1단지아파트

980세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아이센스

송도공장

얀센백신 

CU

연락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