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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2013.3.21(목)~24(일) : 4일간 
 
▶ 개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장소 
COEX 전시장 1,3층 전관 
 
▶ 전시 규모  
37,000m² 
 
▶ 참가현황 
총 37개국 1,015개사 
 
▶ 관람객 현황 
3월 21일(목) 13,777명 (1.204명 해외포함) 
3월 22일(금) 17,855명 (824명 해외포함) 
3월 23일(토) 20,658명 (574명 해외포함) 
3월 24일(일) 15,894명 (272명 해외포함) 
 
▶ 총 68,203명 
(해외바이어 2,804명과 단체3,245명,기자259명 포함) 
 
* 2012년 관람객 총 59,758 명 
(해외바이어 2,293명과 단체561명, 기자195명 포함)  

▶ 전년대비 약10,000명의 관람객의 증가     

KIMES는 올해 29회인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로 지난 3월 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COEX전시장 전관에서 개최 
신제품,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3만 여점을 전시 소개하는 국내최대 의료 및 병원설비 전문 전시회 
최신의 정보와 의료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줄 국내 의료산업 정책 세미나를 비롯하여 110여 회의 의학술 포럼 및 세미나, 신기술 세미나, 해외마케팅 관련 세미나 등이 열림 www.kimes.kr 

http://www.kimes.kr/


▶피앤씨인터내셔널 - 가정에서 눈가주름 개선할 수 있는 ‘팔로비아’ 전시 

1. 치료기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메가메디칼- 다양한 파스텔톤 색상과 부드러운 형상으로 환자가 좀더 접근하기 쉬운 이비인후과 치료기 전시.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치료기 



▶하이로닉- 새로운 제품의 출시로 하이로닉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치료기 



▶LPG Endermologie- 체형관리 치료장비. LPG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형상과 바퀴형상이 인상적이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치료기 



▶SAMSUNG, “GEO Series” – 작년 모델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한 업그레이드 된 기능과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2. 검사 및 진단기기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SAMSUNG, “GEO Series” – 작년 KIMES와 같이 삼성메디칼의 대표 모델로 전시.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대성마리프- 정맥혈전예방장치는 출혈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에게 유용한 제품이다. 스마트 공압 지혈시스템은 수술시 오랜 지혈 가압 상황에서 
                      안전한 작동, 적절한 알림 시스템 등 감염방지를 위해 최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포스콤 - 배터리 충전방식의 이동형 엑스레이 ‘PXM Series’ . 주요 선진국에서만 제작되던 배터리 충전방식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고 
               당사에서 제조하는 고전압 발생장치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지멘스 - 모바일 디지털 X-RAY는 무선형 엑스레이 장비로 케이블 선으로 인한 감염 및 이동의 불편함을 줄였다. 
                촬영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기린모양의 디자인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준다. 또한 한국에서 직접 개발한 
                초음파진단기기 ‘아쿠손 X700’은 작은 본체 사이즈로  보관 및 진료실 간 이동이 용이해 보인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케어스트림 - 영상진단기기 분야 중에서 X-ray시장이 치열한데 이번 전시회에서  
                    모바일기술이 접목된 이동형 DR를 선보였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GE 헬스케어 - 환자 친화형 솔루션 중심의 ‘옵티마MR360 어드밴스’는 총 18개의 새로운 임상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며 환자의 편의와 
                         진단의 신뢰성이 높도록 하였고. 나무 소재(우드패턴)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외관적인 친숙함을 한층 더 높혔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아이솔테크놀로지 -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생산된 MRI CHORUS는 자체 우수인력을 통해 당일 AS처리가 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사용시 100% 가동률이 가능하다고 한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RAY “RAYSCAN” - SAMSUNG이 인수한 후 기존 의료기와는 다르게 최근 트랜드를 반영한 
                                  가전제품적인 디자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제품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DK - 국내 디지털 X-ray 시장 1위인 동강메디칼솔루션은 아날로그 X-ray시스템에서 디지털 X-ray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영상의학분야에 활용되는 다양한 의료장비를 전시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리스템 - 국내 DR분야 선두업체로 고속영상처리 및 촬영 영상을 붙여주는 ‘Merge(머지)’ 기능을  
                제공하는 ‘ADR’, CCD Camera를 이용한 영상 장비들을 선보였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검사 및 진단기기 



▶비트컴퓨터 - ‘스마트 이노베이션’을 테마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임.이번에 첫 선을 보인 베스트보드 솔루션은 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병원 내 환자에 대한 이력 및 현재 상태를 대형 터치 모니터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형 의료진 회진 및 
                        교육지원 솔루션이다.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N–TECH, ‘재활치료 베드’ – 딱딱한 기존의 외관에서 벗어나 친근감을 주는 형태와 색상의 디자인이 인상적임.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프레디아 - 지정맥 인증 리더기로 보다 높은 보안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메디아나 - 주사 정맥을 찾게 도와주는 accuvein. av400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파나소닉 - 심플한 디자인의 승마운동기 ‘조바’ 및 온열 안마의자 선보임,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대경산업 - 간편하게 당뇨검사 가능한 뇨화학분석기 ‘KMD-8888’ 과 3D 체형맞춤 등 롤러 안마의자 K-777을 선보여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한림의료기 - 편리하게 환자이동 가능한 환자 운반용 카트 전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환자를 옮길 필요 없이 
                       레버를 돌려 들것을 옆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적용함.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퍼시스 케어 - 스마트베드 ‘프리조’와 병실시스템을 선보임, 스마트베드는 3모터를 통해 높낮이조절이 가능하며  
                        간호사 패널을 적용해 더욱 편의성을 높임. 퍼시스만의 고급소재와 마감재로 특실의 품격을 높였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 아나토마지코리아 - 인체 해부학 테이블을 선보였다. 인체 해부 이미지를 3D 터치 스크린 
                                     적용으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3. 기타 의료장비 분야 



의료기기 동향 분석 
 
1. 실버, 헬스 케어 업체의 높은 참여율 
 
2. 가속화 되는 의료기와 IT기술의 융합  
 
3. 개인화, 소형화 제품의 시장의 확장 
 
4. 평준화 되는 기능과 디자인의 중요도 상승 
 



▷ 다양해진 건강(헬스케어 분야) 관련 업체들의 전시회 참여 
 
▷ 실버 산업과 연계된 헬스케어 및 진단기 시장 확대  

▶ 고객중심이 의사에서 환자로 이동하는 과정 

1. 실버, 헬스 케어 업체의 높은 참여율 

▶(주)넷블루 - 맥박 혈중산소농도측정 

▶ 에드밴텍 - 헬스케어 스마트 복합 단말기 

▶ N – TECH - 재활치료 베드 ▶ (주)펄프캠 - 저주파 자극기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가속화 되는 의료기와 IT기술의 융합  

▷ 디스플레이에 3D 기술을 접목시킨 의료기 
 
▷ 의료용 카트에 컴퓨터를 접목, 핸드북과 연동 되는 의료기기 기술 

▶ 사용자 편의를 생각하는 기술로의 진화  

▶어드밴텍 – 의료용 카트 컴퓨터 ▶오픈잇 –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GE 헬스케어 – 3D초음파기기(위)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 아나토마지코리아 - 인체 해부 이미지를 3D화(아래)  



3. 개인화, 소형화 제품의 시장 확장 

▶ 사용자의 확대로 인한 의료기 시장의 확대 

▶(주)펄스캠- 저주파 자극기 ▶(주)나리안 – VISS RF  ▶habaran – 포야 페이셜케어 

▶피엔씨 인터네셔널  
  - 레이져피부미용기기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btl  
  - 레이져피부미용기기 

▷ 가정용 측정 장비에서 피부미용기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분야로 확대 
 
▷ 전자제품과 같은 디자인으로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접근 



4. 평준화 되는 기능과 디자인의 중요도 상승 

▶ 모든 의료기 제품에 디자인이 적용 

▷ 경쟁기업간의 유사한 기술과 다른 디자인  
 
▷ 과거 전시와 비교 되는 디자인 마감 퀄리티    

▶덴티스- 의료용 조명 ▶(주)헬스튜브 - 리본바디체크 ▶DANA 
 -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 

▶메가메디칼 - 호흡기치료장비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013 KIMES 디자인분석 
 
1. 2013 KIMES 제품 분석  
 
2. 2013 KIMES 디자인 이슈 



1. 2013 KIMES 제품 분석 SAMSUNG – RAYSCAN 

▶ 생활가전제품과 같은 심플한 외관 
 
▶ 색상과 디테일한 마감으로 고급스러운 이미지연출 

▷ 은은한 LED 조명을 사용하여 조형성의 다양화 
 
▷ 자연스러운 자유곡선(유선)의 볼륨감이 연결된 편안한 형태감 
 
▷ 오렌지 색상의 부분 사용으로 과하지 않은 밝은 느낌의 이미지 부여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2013 KIMES 제품 분석 덴티스 – 의료용 조명 

▷ 포인트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주어 부드러운 느낌 
 
▷ 손잡이가 전체 형태와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외관 
 
▷ 자연스러운 곡선과 엣지의 조합으로 깔끔함과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 

▶ 핸들 바 형태를 사용성을 고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덩어리감으로 조형성을 완성시킴 
 
▶ 감성적인 색감과 덩어리감(Mass)으로 편안한 이미지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2013 KIMES 제품 분석 GIANT STAR – 혈소판 인큐베이터 

▷ 몰드의 사용으로 형태의 변화와 부드러운 느낌 부여 
 
▷ 블랙패널과 블루톤 LED로 디테일요소를 높혀 럭셔리함 표현 
 
▷ 문손잡이를 파팅라인(parting line)에 둠으로써 일체감 있는 마감 

▶ 의료기기처럼 느껴지지 않는 전자제품과 같은 외관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2013 KIMES 제품 분석 이나다훼미리 – 안마의자 

▶ 일체감 있는 형태로 복잡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간결한 느낌 
 
▶ 밝은 색상으로의 변화로 고급스럽고 중후한 디자인 

▷ 밝은 회색 계열 색상으로 소파가 아닌 편안한 침대를 연상하게 함  
 
▷ 큰 차이가 없는 안과 밖의 색상배열로 고급스러움과 일체감 표현 
 
▷ 큰 타원의 형태와 자유로운 곡선으로 편안함을 나타냄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2013 KIMES 제품 분석 STORZ MEDICAL – 레이저 피부 치료장비 

▶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 모바일 IT 제품과 같이 얇은 LCD로 첨단 제품의 이미지를 줌 
 
▷ 인테리어 가구디자인 요소를 사용(선반, 손잡이)하여 다른 기기와 차별성 
 
▷ 테이블 위에 모니터만 올라가 있는 형상으로 가볍고 심플한 형상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1. 2013 KIMES 제품 분석  

▶ 기존과 다른 개성있는 외관 
 
▶ 유선의 형태와 색상으로 부드러움 표현 

▶ 평면이 없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전체 형태 표현 
 
▶ 세부 요소에 다른 재질의 마감재 사용 

▶ N – TECH - 재활치료 베드 ▶(주)헬스튜브 - 리본바디체크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2. 2013 KIMES 디자인이슈 

▷ 의료산업 전반의  디자인 중요도 상승 
 
▷ 의사와 더불어 환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발전 
 
▷ 자사제품의 아이덴터티를 개발 
 
▷ 위화감 없는 컬러와 형태 
 
▷ 밝고 채도가 높은(vivid color)한 감성적 색상 활용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디자인 제안 
 

2013 KIMES 디자인보고서를 통해 본 
 

“2013년 이후의 의료기디자인과 트랜드” 



시장변화와 소비자의 잠재욕구의 표현 

• 소비자중심. 

디자인 감성과 통찰력을 기술과 융합 

• 미래지향적 디자인.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구축 

• 브랜드 진화. 

 ▶ 2012 KIMES 디자인보고서  ▶ 2013년 의료기 디자인트랜드 

• 소비자 중심 

• 자사 제품  아이덴티티 개발 

• 의료 산업 전반의 디자인 중요도 상승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의사와 환자의 편의성 중심의 디자인. 

기술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의 디자인. 

• 사용자 중심 디자인 
Technology-driven rather than User-centered Design. 

사용자 중심을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서비스 디자인. 
디자인 선행중심의 제품개발. 

• 디자인 중심의 제품 
User-centered Design Approach. 

 ▶ 2013년 이후의 의료기 디자인트랜드 

의료기기 동향 분석 디자인 분석 디자인 제안 현장스케치 

Products containing the Corporate Design Identity. 

•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의 포지션이나 아이덴티티 보다 광범위한 디자인적 방법으로의 접근. 

자사기업의 아이덴티티가 녹아 있는 제품. 



‘2013 KIMES 디자인 보고서’는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 ; KIMES’ 전시를 통해 

국내외 의료산업의 트렌드와 미래를 디자인 관점에서 분석 조사한 자료입니다. 

GODESIGN은 2005년부터 매년 ‘디자인보고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기업의 제품 기획, 개발, 마케팅 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