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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IMES 개요 

 

2005 KIMES 출품제품 디자인경향 

 

2004 , 2005 디자인경향 비교 

 

타 분야와 의료기 컨버젼스 

 

 

KIMES 참여 디자인업체 

-EASY DESIGN 

-REDESIGN 

-JI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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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간 : 3월17일 ~ 3월 20일 

 

총 관 참여업체 : 479 

 

총 관 람 인 : 50,682명(출품사 관계자 제외)  
      · 내국인: 49,412명  
      · 외국인 - 1,270명  

 

국내에서는 가장큰 의료기 박람회 이며, 국외에서도 인지도 있는  

박람회로서 외국 바이어들도 관람한다. 

 

KIMES 전반적인 흐름 

KIMES2005 는 조금은 차분한 부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 국제의료기기 & 의료정보전시회 
•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05 KIMES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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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참가 업체의 2005년도 제품 디자인 분석 

luxury 

modern color(Black&White) 

variety  Color 

commo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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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2005 디자인경향 비교 

디자인분석 
-더욱 고급스러운 사향의 제품들이 출시 
-칼라를 배제한 디자인이 활성화 
-재질의 고급화로 디자인의 퀄리티 높임 
 

individuality luxury 

modern color 

variety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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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건설 & 이수유비케어 
 
병원 Net Work 
약국 Net Work 
전국 서비스 Net Work 
 
기반사업 

의료기관의 정보화, 전산화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의료정보화 사업  
 
[아이템]  의사랑(의원용), @Pharm(약국용), e-Friends(동물병원용),  e-CODY(치과의원용), 시나이(병원급EMR) 
 

 
확장사업 

기반사업에 근거하여 온-오프라인의 연계, 확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서비스사업  

 
[아이템]  Ncare(의원CRM솔류션), B2B전자상거래(의원,약국),  MDM(의약품통계정보),  MRx(처방통계정보),  On-Line광고 
  전자의무기록인증 ,  전자처방전,  Ubpanel(환자대기시스템),  의료기기유통 
 

 
비전사업 

Ubiquitous Healthcare라는 장기비전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건강샘(www.healthkorea.net),  마이차트,  CHN(Cyber-Hospital),  Shop in shop(유통),  해외사업(미국/중국) 
 
 

이수 유비 케어 사업의 제 1특징은 높은 진입장벽 구축을 통한 안정성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전국 6500 병 의원 고개, 6000약국 고객,120만 일반인 건강샘 회원, 전국22개 서비스 센터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비 케어가 미래유통, 원격진료 등 비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요건이 될 뿐 아니라, 이수 유비 케어를 미래의료서비스 환경 구현에 없어서는 안될 
독보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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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 중외메디칼 

일반인들에게는 중외제약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외 메디컬은 의료기영역내에서 오랜전통과 넓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생명에 일관한 그룹화 실현으로 Total Healthcare를 지향합
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창업한 이래 <생명존중 정신>의 창업 
이념을 실현하여 국내 치료 의약품 시장을 개척해옴으로써 
현재 국내 치료제 시장의 1위 메이커이자 세계적인 수액제 
전문메이커로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중외제약 

1972. 10      대한중외상사(주) 설립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 
.2004.   6      공기 살균 청정기-에어스텔 대한 병원 협회 공식 추천 상품 선정 
 

중외메디칼 

중외메디칼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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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장)내시경 (Endoscopic system) 

심전계(ECG) 

제품소개 
 
-진찰 및 진단용 기기 
 
-방사선 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 
 
-치료관련 기기 
 
-중앙 공급실 관련 기기 / 기타 

위(대장)내시경 (Endoscopic system) 

환자감시장치 

폐기능측정기 

주로 수입을 통한 판매로 중계역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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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비오비타를 시작으로 아로나민, 아로나민골드 제조사로 알려져있다. 
 
후에 남얀산업을 인수 후디스㈜를 경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日 OSG社 알칼리이온수기 공급계약 체결이후 이온수기 판매도 같이 하고 있다.  

아쿠아리스트 ND-115/휴먼워터 
전해 환원수 생성기   

알카리치 (ALKARICH) 
산성물을 알카리물로 바꾸어주는 기능을 한다. 



GODESIGN 

삼일제약  

부르펜정으로 알려진 제약회사이다. 
 
치과의료 분야의 의료기기를 이태리에서 직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어템 듀오(eartem duo) 
체온계(전자식) TS 602 Ear Thermometer 
고막의 발생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체온을 측정한다. 

이어템(eartem) 
체온계(전자식) TS 602 Ear Ther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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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카메라 
- Acucam ConceptⅣ 
 

구강카메라 
 - S595 - Hawk 

 
High Speed Light Curing 

X-RAY SYSTEM 
X-R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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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DESIGN 
http://www.easydesign.com 

(주)이지디자인은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 디자인전문회사(한국디자인진흥원 제97-10호)로 제품디
자인에서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는 디자인· 기구설계· 목업에 이르는 제품개발의 초기 핵심단계에서 동일한 
3D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통일을 실현, 각 업무기능간의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하므로써 프로
젝트 수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올리고 총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사 개요 ;  

회사명 : (주)이지디자인 

대표자 : 이 재 우 

설립일자 : 1995년4월 

주소 : 158-051 서울 양천구 목1동 919 성우네트빌 1107호 

직원규모 : 7명 

URL : http://www.easydesign.biz 

기업형태 : 법인 

업종 : 산업디자인 

전자우편 : easy@easydesign.biz 

전화 : 02-2651-1877 

팩스 :02-2651-2750 

  

사업 분야 ; 제품디자인 / 기구설계 및 금형 제작 Follow-up 

제품디자인은 시장조사에서부터 Idea sketch, Rendering, 도면제작의 단계를 거쳐 모형제작에 이르
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자인개발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구설계와 금형
제작 Follow-up에 이르기까지 제품개발의 전과정에 대한 제품개발 용역업무를 수행합니다.  

  

제품디자인 및 기구설계 수행분야 ;  의료기기, 정보통신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산업제품 등 

•2003년 TOP 디자인전문회사 선정 (KIDP)  

•벤처디자인상 최고상 수상(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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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압측정기 유비 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 의료용 열 영상장치 펄스자기장치치료 

생활가전 

EASY DESIGN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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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DESIGN 
http://www.redesign.co.kr 

급변하는 시대의 생존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전략적 사고로 노력 중이지만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은 가격경쟁에서 가치와 성장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혁신으로만 가능 합니다.  
 
결국 21세기에서는 창의성과 정보를 바탕에 둔 기술과 디자인 인력이 국가 경영의 필수적인 성장 엔진으로 부상 될 것이며 
디자인 경영은 기업 최고의 핵심 역량으로 대두 될 것입니다.  
 
리디자인은 단순한 조형의 자원에서 탈피하여 브랜드, 마케팅, 엔지니어링, 경영에 이르기까지 Total Solution 을 제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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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져를 이용한 다이어트 치료기 

리디자인에서 디자인한 KTX 시계탑
으로 장고형상의 본체와 종,마패 이
미지를 응용한 대리석받침 등 한국적 
미와 특징을 살린 디자인. 철도방송 
레일로드에서는 2005 구정연휴가 시
작되기 3일전인 2월 5일 KTX의 새로
운 명물이 될만한 시계탑을 제작 시
공 하였음.  

의료용 침대를 금속성이 아닌 프라스
틱으로 제조하여 피부에 닿아도 거부
감이 느껴 지지않음. 환자는 물론 의
사,보호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음 

코속의 혈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혈
행에 도움을 주는제품. 



GODESIGN 

코르셋덤벨, 배아령 등으로 잘 알려
진 상품으로 배의 근육을 강화 시켜
줌 은 물론 혈행을 도와 피부 미용에
도 좋은 제품으로 SBS방송을 탄 후 
날 로 인기가 상승하는 제품임. 

스파테크의 기술력에 디자인을 접목
한 피부미용기기 유산소 운동기로 하루에 10분만 꾸

준히 사용하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
시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일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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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DESIGN 
H.I(Hospital Identity)를 구현해 내는 디자인 업체 

H.I란? 병원만의 캐릭터와 색채 디자인으로 재구성되어 환자의 눈높이에서 먼저 생각하고 환
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편안한 병원”을 말합니다. 

 

사업 영역 :C.I 

               유니폼 

               Interio 

               Music Therapy 

 

성격이 다른  디자인을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개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