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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기침체 여파로 참가업체 축소 확인 
 

-의료기기부품,소재,서비스분야 증가로 사업방향 다양화 가능성 제고 
 
-외국인 관람객 증가세  

한국참가업체 10%가량 감소,  대만,미국업체 증가 
 
치과관련,한방,의료기기부품,소재,서비스분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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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vs  Design 

2004~2009 - 디자인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간의 경쟁 
                  
                  - 디자인 안된 제품간의 출혈경쟁 
                  
                  - 의료기 디자인시장의 과도기적 기간 
                  
                  

2010~-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경쟁시작 
 
          - 의미없는 투자비용 ,사용재질등에 대한 고민 
 
          

· 2010 의료기 디자인 흐름-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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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Shape Analysis 

 

Transformation Of Cart 
- 고급스러운 카트의 등장 
 
- 제품의 사용성을 높여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보다 편리함을 더함  
 
-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여 제품의 가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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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Shape Analysis 

 

Revolt Of Portable 

- 다른 의료 제품군과 비교, 디자인화가 눈에 띈다. 
 
- 개인용 의료기기의 강세 
 
- 휴대가 편하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쉬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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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Shape Analysis 

Landing Of Mold 
- 전체 판금을 사용하기보다 포인트부분을 몰드로 사용     
   하여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짐. 
 
→ 의료기 시장의 디자인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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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Shape Analysis 

Family Look & Detail  
- 각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춘 패밀리룩  
 
- 제품군에 따라 컬러나 형태를 통일하여 제조회사의 로고가 없으면  
  어느 회사인지 나 타나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디자인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창출함. 
 
- 제품의 실루엣이 심플하고 간결해졌고 패널 등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더욱 살려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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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Color Analysis 

 

Essential Color 

- 7년 동안의 자료분석결과 고가,고급 제품일수록 의료기 본연의color에 
   충실하고,베스트셀러제품에 튀는 color는 없다. 
 
- 1~2년간 유행하던 튀는 color,패턴 은 사라졌다. 
 

- Black & White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질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모노톤과  파스텔톤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여 보다 부드럽고 깨끗한  
  이미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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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IMES 출품 제품 Shape군 image map> <2010 KIMES 출품 제품 Color군 image map> 

- 다양한 재질과 형태로 어느 때보다 제품의 캐릭터가 강해졌고 형태 뿐만 아니라 컬러에서도 기존의 Black&White 강세가 여전하였으나 파스텔톤의  

  칼라를 사용함으로써 의료기 같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한 제품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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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선을 기반으로 한  Simple Style로  
    고급이미지와 안정감을 강조. 
    (straight line성향이 짙음) 
 
-  무채색 계열(Modern Color)의 컬러로  
    디지털제품 이미지를 지향. 
 
- Base Part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난 Shape 강조. 
 

- KIMES 전체동향과 비교, 고디자인의 현주소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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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디자인 출품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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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계, '디자인 경쟁력' 강화  

 
의료기기 업체들이 장비 성능 뿐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디자인으로 국내외 디자인전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의료기기 디자인에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이뤄지는 추세다. 
바텍의 프리미엄급 덴탈 솔루션 'PaX-Reve3D'는 미국에서 열리는 MDEA(Medical Design Excellence Awards)에서 수상했다. 
MDEA는 해마다 열리는 의료장비 디자인 공모전으로 진보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한 의료제조업체와 디자이너, 과학자들을 수상 대상으로  
1998년부터 12차례 진행돼 왔다. 
바텍은 지난해 PaX-Primo의 Good Design 대상(지경부장관상) 수상과 세계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수상에 이어 MDEA에서도  
수상함으로서 국내외 디자인전에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바텍의 'PaX-Reve3D’는 4월부터 MDEA 마크를 부착해 출하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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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 디자인의 전망과 방향 

-의료기의 딱딱한 이미지 탈피 → 디자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의료기와 일반 제품과의 분류가 점차  모호해짐에 따라  디자인경쟁이 점점 더 심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디자인부터 남다른 의료기기 '눈에 띄네!'  
메디슨·바텍 등 의료기기 디자인으로 수상 영광  

 
의료기기 제품들이 좋은 디자인으로 잇따라 수상의 영광을 안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슨은 초음파진단기 MySono U5(마이소노 U5)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주관하는 '2009년 굿디자인어워드'에서 굿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료기기 제품이 좋은 디자인으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고 대한민국 명품브랜드에도 선정돼 눈길을 끈다.  
바텍(대표이사 노창준)의 PaX-Primo도 2009년 우수디자인(GD) 선정 상품 상격심사 결과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바텍이 올 초 출시한 PaX-Primo는 치과용 파노라마전용 디지털x-ray 장비로 흔들림에도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AMPT(인공지능 오토 포커싱) 기술이 장착돼 어린이와 노약자 촬영 시 불편함을 최소화 했다. 
또 의자나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등 유니버셜 트렌드가 반영 돼 주목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재가 아닌 첨단 의료기기에서 이처럼 큰상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제는 기술력을 넘어 디자인이 경영의 화두로 쏠리고 있다"며 "디자인 경영의 초기단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돼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출처] 의료기기 업계, '디자인 경쟁력' 강화 |작성자 드림엔텍 / 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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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esign strategy 

Design 해주세요…  vs  Design 할래 말래? 

- 디자인비용 상승과 디자인아이템 다양화에 쉽고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 포트폴리오,홍보자료,분석자료,홈페이지등을 보강하고 
   준비된 자료등을  토대로 공격적영업에 뛰어든다. 
 

-           

· 디자인전략 

· 영업전략 



경쟁업체에서 디자인개발에 심혈을 기울일때… 

당신은 현 제품에 만족하며 웃고 계실겁니까?  

All Copy Right by GO’DESIGN  201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