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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2009 KIMES 디자인 분석’ 리포트는

의료제품의 기획,개발,마케팅 등에 도움을 드리고자

GO’Design 에서 자체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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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 2008 KIMES 출품국 : 36개국 1125개사 출품( 2009 KIMES 2개국, 102개사 감소 )  
※ 중국(38개사 → 44개사)

- 의료정보시스템, 의료기기부품,소재/서비스 : 16개사 → 27개사, 97개사 → 113개사로 각각 41%,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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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 10%가량 감소, 반면 중국업체 14%증가, 의료정보,서비스,안과 부분업체 증가세

2009 KIMES 출품 현황



Simple & Modern  

Without Difficulty Color

Fitting Stream-line

Premium lead to material

절제된 형태, 중후한 컬러로 디지털적이며, 도시적 System Look Style 디자인

Modern 
& 

Metropolitan

Premium Digital look

Digital control

Convenience

2009 KIMES 디자인 흐름

Simple style이 외관의 미적 요소를 부각 시킴과 동시에 사용자 환경을 고려

전반적으로 유채색 사용을 자제함과 동시에 Point 요소에 무채색 사용

절제된 곡선을 사용. 직선과 조화를 이루어 중후한 느낌을 살림

Mold와 판금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딱딱함보다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 견실한 느낌 강조.

2009 KIMES Design Report



<2009 KIMES 출품 제품 Color군 image map>

· 첨단 의료 제품으로서 사용자의 신뢰감 표현.

· 활동적인 사용자의 욕구 반영

· 클래식의 style. 불변의 color image반영.

· Silver & Chrome Deco 이용으로 미래지향적.

· 각 제품별 특색에 맞는 point Color의 사용

<Accent Color>

2009 KIMES Design Report

2009 KIMES 컬러 분석

신뢰감 있는 컬러(Dark Blue)의 대세속에 중후한 컬러(Black & Gray)의 강세, 포인트 컬러 많아짐



<2009 KIMES 출품 제품 Shape군 image map>

· Slim style
: 정적이면서 유연한 형상이 가미

· User Friendly
: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 Solid
: 견실한 인상과 믿음

· Modern & Identity Design
: 현대적이면서 자기만의 개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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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ES 형태 분석

화려함은 물러가고, 더욱 세련된 직선과 곡선이 만난 Stream Line, 친근함과 편안한 디자인은 기본



- 직선을 기반으로 한 Simple Style로 고급이미지와 안정감을 강조.
(straight line성향이 짙음)

-무채색 계열(Modern Color)의 컬러로 디지털제품 이미지를 지향.
(point color의 추가적인 style 필요, Trendy Color 필요)

- Base Part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Shape 강조.

<2009 KIMES 고디자인 출품작>

Black & White
(Efficient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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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ES

강한 컬러와 부드러운 형태의 조화, 조작은 편하며, 환자에게는 친근함을 주는 디자인

GO DESIGN 출품작



2007 KIMES

(simple & high grade)

· 직선과 곡선의 각 성향이 강함

· 다양한 Color의 분포

· 파스텔톤의 Color

· 판금 케이스 위주의 성향이 많음

2008 KIMES
(Expressive)

· 직선과 곡선의 조화

· 원색의 강렬한 Color

· mold와 판금의 조화

· 각 제품만의 개성이 중요

2009 KIMES
(Premium Digital Look)

· 도시적이며 Digital Style

(직선과 곡선의 유선형화와 조화)

· 신뢰와 미래 지향적Color

· mold 사용의 가속화

· Fine finishing(후가공의 다양화)

· 진단/측정/가정 의료기 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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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ES

강한 컬러와 부드러운 형태의 조화, 조작은 편하며, 환자에게는 친근함을 주는 디자인

07`~08` & 09` Design Style 비교



재 질

· mold & 판금의 비중
- mold의 비중이 판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

· LED 사용이 예전보다 많이 사용
- Deco로서의 사용 범위 활용.

· mold 비중의 가중화

· Slim & 경량화로 인한 real metal 사용
- intelligent material

· DECO의 고급화로 인한 외관의 Luxurious
- Chrome, hairline metal, LED, leather plating…
- Classic Converse

컬 러

· 칼라의 사용범위의 일정
- Black & White (classic Style)
- Blue, Blue green, Dark Blue

&
White

(신뢰 및 활동적 Style)

· Emotional Color
- 적극적인 Color적용을 통한 외관의 고급화
- Blue 계열의 파스텔톤 사용<ex) europe 09`MEDICA 예측>

· Black & White의 지속성
- 불변의 Color image
- Techno silver와의 조화

형 태

· 50:50 비율인 직선과 곡선의 조화

· 정적인 Style
(Intuitive & Efficient Safe)

· Slim type 강조
- Clean & Simple Styling

· Ultra Slim Body Style
- 공간성과 미의 조화 창출

· 동적인 Style과 정적인 Style의 조화
- 제품의 차별성(one`s personality)
- Product identity

2009  Design Trend 2010 Desig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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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ES

경량화와 Ultra Slim, 감성적 컬러와 블랙과 화이트의 지속, 럭셔리 Finishing

2010 의료 디자인 트랜드



의료기기 후발주자 격인 루트로닉(대표 황해령)은 제품개발 때마다 외주 디자인전문회사에 디자인을 맡기고 있다.  
피부재생수술기 모자이크HP(사진), 레이저 지방 성형기 아큐스컬프 등이 전부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신제품이다. 
루트로닉은 제품 디자인에 신경 쓸 뿐 아니라 2006년 7월 맥스 엔지니어링에서 사명을 바꾸면서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 CI(기업 이미지) 
제작에만 1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난해 매출이 150% 이상 상승했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외관만 봐도 우리 회사를 연상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 통일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09.3.12  매일 경제 안정숙 기자헬스 케어 "못생긴 의료기기는 가라" 산업 성장 따라 의료기에 디자인 바람

메디아나(대표 길문종)는 연간 2000만달러의 환자감시장치를 타이코·스페이스랩·옴론 등 글로벌 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다. 
이 회사는 우수한 디자인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지난 99년 ODM에 뛰어든 이후 환자감시장치 14만여 대를 판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 2009.2.10  전자신문 안수민 기자“국산 의료기기 세계에서 통했다”

차별화된 Premium Looks style

Trendy Color

User Friendly

Creative 차별화

기업의 Brand 가치 강화
P.I.

(Product Identity)
Core Value

(창조, 조화, 일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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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IMES

디자인은 시장 활동 개입에 따라 차별성 중심의 가치로, 기업의 브랜드 강화의 방향으로

의료 디자인의 전망과 방향

<의료기 디자인 메가트랜드>



의료기 디자인은 화려한 옷이 아닌

환자에 대한 배려와 의사의 마음을 담은

인간중심의 가치에 있습니다.

All Copy Right by GO’DESIGN  2009.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