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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IMES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는 

고디자인 연구소가 2005년부터 매년 제작하는 보고서입니다. 

KIMES를 통하여 국내외의 의료산업을 디자인관점에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의 시장 예측, 개발, 마케팅 등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DIT : 김채련 선임디자이너, 이지인 디자이너, 김영광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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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ing Technology, Better Healthcare ” 

 
▶ 참관객 현황 
3월 17일(목) 16,334명 (1,687명 해외포함) 
3월 18일(금) 22,583명 (1,071명 해외포함) 
3월 19일(토) 20,016명 (637명 해외포함) 
3월 20일(일) 14,156명 (168명 해외포함) 
 
▶ 총 73,389명 
(해외바이어 3,568명 포함) 
 
* 2015년 참관객 총 72,036 명 
(해외바이어 3,039명 포함)  
 

참가업체 
KIMES NETWORK 

관람객 
CREATIVE KIMES 

기술정보 
KIMES’s INTELLIGENCE 

▶ 참가현황 
총 37개국 1,152개사 
 
 

▶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에 따른 의료                  
기기 설비의 개선 
 
▶ 국내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수출 증대에 기여 
 
▶ 무역상담액 : 내수 1조 8천억원 / 수출 5억 5 천만불 

▶ 개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기간 
2016.3.17(목)~20(일) : 4일간 
 
 

▶ 장소 
COEX 전시장 1,3층 전관 
 
 

▶ 전시 규모  
38,808m² 
 

현장스케치 0. 전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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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The Sketch of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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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상단부터 - DK메디컬솔루션의  
디지털 X-Ray ‘ELIN-T7’, ‘ELIN-T4’  

모바일 X-Ray ‘ELMO-T7’ 

‘DK메디컬솔루션’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디지털 X-Ray 신제품 2종과 모바일 X-Ray 1종을 선보였다. 
디지털 X-Ray 신제품 2종은 DK메디컬솔루션의 플래그쉽 장비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기능과 디자인이 적용되었
다. 또한, 가죽소재 적용 등 CMF 디자인 적용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감성을 고려한 점이 눈에 띈다. 

세계일보- DK메디컬솔루션, KIMES 2016서 'X-ray 2종' 첫 공개 2016.03.1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17/20160317002000.html?OutUrl=naver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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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삼성 메디슨의  
모바일 X-Ray ‘GM60A’ 
초음파 진단기기 ‘HS60’ 
디지털 X-Ray  ‘GC85A’  

동물용 체외 진단기 ‘PT10V’  

삼성 메디슨은 각 진료 과목의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영상진단장비인 모바일 X-Ray ‘GM60A’, 초음파 진단기기 ‘HS60’, 
디지털 X-Ray  ‘GC85A’ 를 선보였다.  
디지털 X-Ray  ‘GC85A’ 는 방사선사가 기기에 관한 모든 것을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다. 
동물용 체외 진단기’ PT10V’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성장세에 발맞춘 제품으로 검사 결과를 수의사의 스
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앱을 통해 손쉽게 전송할 수 있다.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삼성뉴스룸- 삼성전자, 제32회 ‘KIMES 2016’에서 진료과에 최적화된 의료기기 선보여 2016.03.17  
http://news.samsung.com/kr/jjW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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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길재소프트의 
’VR 초음파진단기기’   

▶ 힐세리온의  
무선 복부 초음파 진단기기 ’sonon’ 

길재소프트의 ‘VR 초음파진단기기’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VR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하면 움직이는 태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힐세리온의 무선 복부 초음파 진단기기 ’sonon’는 TV리모컨 정도의 크기로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를 통해 초음파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AVING NEWS- 길재소프트, 태아 모습 확인 가능한 'VR 초음파진단기기' 전시 2016.03.18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66331 
메디컬타임즈-의사가 만든 초음파진단기, 국내 넘어 세계시장 ‘노크’ 2016.03.15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3241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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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 원텍의 
 문신제거기기‘PICOCARE’, 

 HIFU ‘Ultra Lipo’,  
홀뮴레이저‘HOLINWON30’ 

원텍의 신제품인 ‘PICOCARE’는 나노레이저 보다 천배가 짧은 시간으로 순식간에 높은 에너지를 조사해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색소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 HIFU 원리를 이용한 ‘Ultra Lipo’, 중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HOLINWON30’을 선보였다.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머니투데이- 원텍, 'KIMES' 참가…피코케어 등 첫 공개 2016.03.1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3140956456841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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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 루트로닉의  
초단파자극기 ‘enCurve’ 

엔디야그 레이저 수술기‘PICO+4’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R:GEN’  

프락셔널 레이저‘LASEMD’ 

루트로닉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 등의 주변 조직은 보호하고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비만 치료 장
비 ‘enCurve’와 4가지 멀티파장을 이용한 피코초 레이저 장비인 ‘PICO+4’를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그리고 출시 준비 중인 황반 치료 스마트레이저 ‘R:GEN’을 공개했다. ‘R:GEN’은 기존의 레이저 치료로 접근할 수 없던, 
황반 부위 치료가 가능하다.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의학신문- 루트로닉 에스테틱 장비, 세계시장서 각광  2016.03.16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0974 



◀ 좌측부터 –하이로닉의  
멀티니들 압력감지 자동주사 ‘뷰티샤인’ 
모발이식기 ‘EASYMO’ 

하이로닉은 기존 제품에 추가적인 기능을 더한 ‘더블로2X시리즈’ 2종과 ‘쉬라인 시리즈’ 6종과 새로운 멀티 니들 압력감지 
자동주사 ‘뷰티샤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모발이식기 ‘EASYMO’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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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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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루트로닉의  ‘enCurve’, ▶ 원텍의 HIFU ‘Ultra Lipo’’ ▶지티지웰니스의  비만치료용 HIFU ‘듀얼하이’  
▶ 클래시스의  HIFU ‘사이저(scizer)’, 냉동 지방 분해기기 ‘쿨포디(cool4D) 

다양한 제조사에서 비만 관련 치료기기를 선보였다.  
루트로닉에서는 고주파를 이용한 ‘enCurve’를 선보였고 원텍과 지티지 웰니스에서는 각각 HIFU를 이용한 비만 치료기 ‘Ultra Lipo’,‘듀얼 
하이’를 선보였다. 클래시스는 HIFU를 이용한 ‘사이저’와 냉동지방 분해기기 ’쿨포디’를 선보였다. 
 
클래시스의 ‘사이저 ‘는 2Mhz의 대용량 초음파 에너지를 피부 속 13㎜ 깊이에 주입하며 넓은 부위를 시술할 수 있는 스캐너가 장착됐다. 
또 트윈 시스템을 바탕으로 2개 핸드피스의 동시 시술이 가능해 시술 시간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 
 

클래시스, 뱃살 빼는 초음파기기 '사이저' 식약처 허가 획득  2016.04.12 
http://www.fnnews.com/news/201604121417546817 

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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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 JM Tech의 로봇 척추치료기 시스템 ‘로봇 ATT’ ▶레드밸런스의 ‘재활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  
▶한일TM의 ‘Knee C.P.M ▶우리소재의 ‘OPENCAST’ 

 
JM Tech의 로봇 척추치료기 시스템 ‘로봇 ATT’는 비수술 척추디스크 치료시스템으로 환자에게 맞는 자세를 선택하여 척추 레벨에 초점
을 맞춰 치료할 수 있다. 특히, 디스크 감압치료 도중 척추의 자세를 변화시킴으로 기존의 누워서 시행되는 직선형 감압치료보다 효과적
으로 다양한 척추디스크 주변 근육과 관절 치료가 가능하다. 
레드밸런스는 2개의 레코드 장비를 연결해 상하지 운동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만든 운동 프로그램이다. 사용자의 상태에 맞춰 조절할 수 
있고 설치가 간편해 짧은 시간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프로그램이다. 
한일TM의 ‘Knee C.P.M’은 관절의 지속적인 수동적 운동을 통해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관절 기능을 복원시킨다. 각도는 최대 140도에
서 마이너스 5도까지 가능하다. 
우리 소재의 OPENCAST는 골절이나 심한 염좌 부상 치료시 뼈를 고정하는 의료기기(Cast)로서 큰 통기구를 갖는 그물구조의 형태로 되
어 있어 통기성이 좋고, 캐스트를 착용한 채 샤워를 할 수 있는 제품이며, 시술과 제거가 매우 용이하다. 
 

한일티엠, 무릎관절 전용 재활치료기기 소개 2016.03.19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66379&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레드밸런스, 재활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과 장비 소개해 2016.03.18 
http://kr.aving.net/news/view.php?mn_name=exhi&articleId=1366332&sp_num=777 

현장스케치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JM Tech, '로봇 ATT'로 'KIMES 2016 탑(top)10'선정 2016.03.22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6644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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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블루의 ‘Co Tras’ ▶앞선inc의 ‘인지훈련 시스템(Cog-Trainer)’ 

관절 및 디스크 재활 뿐만 아니라 인지 재활프로그램 및 제품들 또한 다양하게 선보였다. 
넷블루의 ‘Co Tras’는 고령자에게 게임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해 두뇌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비다. 시지각, 집중력, 기억력, 
지남력 및 기타 훈련 등 다양한 부분의 인지재활 치료가 한번에 가능하다. 난이도 및 속도 조절을 통한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앞선inc의 ‘인지훈련 시스템’은 특별히 고안된 한 손 및 양손 훈련장치를 이용한 가상훈련시스템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자연스럽게 화면과 동기화된 상태에서 훈련을 수행 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상지 재활훈련을 하도록 한다. 

현장스케치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어르신 치매 예방, 걸리면 'IT 맞춤 재활'…넷블루  2013.04.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9606&yy=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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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의 ‘PulseRelief’ ▶ 코리아 테크의 ‘easy.K’ ▶ 칼라세븐의 ‘우먼 스트레스 프리’  

 
 전문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집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의료기기가 다양하게  선보였다. 

 
필립스의 ‘PulseRelief’는 개인용 저주파 기기로 저주파 전기 자극을 통해 통증 신호가 뇌에 전달되는 것을 막고 인체의 고통 억제 능력을 
촉진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또한 앱과 연결해 무선 제어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쳐 통증 정도, 관리 빈도 등을 기록할 수 있어 보다 효율
적인 통증 관리를 돕는다. 
코리아 테크의 ‘easy.K’는 인체에 적합한 전기자극의 발생을 통해 자동으로 케겔운동이 가능하게 하고, 골반저근을 강화시켜준다.  
칼라세븐의 ‘우먼 스트레스 프리’는 피부에 조사된 가시광선 자극이 자궁조직에 도달해 자궁조직세포에서 Nitrc Oxide 분비 및 자궁조직
의 평활근육을 이완시키고 자궁조직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해 손상된 자궁근육세포의 대사작용을 증진시켜 생리통을 치료한다.  

현장스케치 4. 개인의료기기 

칼라세븐, 여성만 아는 생리통 '우먼스트레스프리'로 한방에 고민해결! 2016.03.17 
http://kr.aving.net/news/view.php?mn_name=exhi&articleId=1366254&sp_num=777 

코리아테크, '이지케이' 출시 2015.11.18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29476&g_menu=024510&rrf=nv 

한파 속 심해지는 ‘근육통’, 어떻게 관리할까? 2016.01.19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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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텍전자의 안면진단 시스템 'A-ONE‘ ▶ 뷰티스테이션의 가정용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기 ‘테라포’ ▶초이스 테크놀로지의 스마트체온계’써모세이퍼’ 

봄텍전자의 안면진단 시스템 'A-ONE'은 일반광·UV광·편광의 3차 광원을 통한 정확한 안면윤곽 인식 및 분석과 함께 복합센서 
를 통해 피부의 탄력도, 수분량, 피부톤, 피부 온도의 동시측정이 가능하다. 
뷰티스테이션의 ‘테라포’는 가정용 하이드로겔 마스크 메이커로 간단한 작동법으로.누구나 쉽게 199종의 천연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초이스 테크놀로지의 ‘써모세이퍼’는 스마트기기와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체온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체온계이다.  

현장스케치 5. 기타 기기 및 제품 

초이스테크놀로지, 스마트 체온계 '써모세이퍼' 선보여 2016.03.17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66266 

뷰티스테이션, 가정용 하이드로겔 마스크팩 제조기 "테라포" 전시' 2016.03.10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66072 

봄텍전자, 안면진단 시스템 'A-ONE'으로 'KIMES 2016 top 10' 선정' 2016.03.10 
http://kr.aving.net/news/view.php?mn_name=exhi&articleId=1366418&sp_num=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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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엔터프라이즈의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 ‘DS-HI3’,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 ‘DS-CO2’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기 ‘DS-HI3’와  탄산가스 레이저 수술기 ‘DS-CO2’는 대신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제품 이미지 라인업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 되었다. 제품이 사용되는 공간과 트렌드를 고려한 컬러, 부드러운 형상 속 엣지 포인트를 통해 기존에 딱딱한 이
미지를 벗어난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  

현장스케치 대신엔터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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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nb의 에어 리프팅 기기 ‘shemax’ 

‘shemax’는 고압축 공기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순간적으로 약물을 피부 속에 전달하고 미세한 손상을 통해 섬유조직 부위의 콜라겐 생성
을 통해 리프팅 효과를 주는 제품이다. ‘shemax’는 제품 개발 시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 있는  유니크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되었다. 엣지를 살린 블루포인트의 핸들과 후면의 측면부에 핸드피스를 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스케치 성환이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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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룩스의 Body HIFU ‘ULTRA FOCUS’ 

‘ULTRA FOCUS’는 HIFU를 이용하여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비만 치료 제품이다. ‘ULTRA FOCUS’ 는 기존 제품의 리뉴얼 작업으로 기존 
제품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부드러운 이미지, 사다리꼴 형태를 통해 안정감을 주었다. 생산 및 사후 서비스
와 시술자의 사용환경을 고려하였고 핸드피스는 시술피로도를 최소화 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술자가 시술위치를 알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현장스케치 힐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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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B&M의 스마트 멀티 인젝터 시스템 ’SMIS’ ▶ 다나의 ‘복합 물광 주사기’ 

유성B&M의 스마트 멀티 인젝터 시스템 ’SMIS’는 사용성이 좋고 심미적 신뢰감 있는 인젝션 의료기를 컨셉으로 주사기의 이탈을 방지하
는 실린더 커버와 사용방법에 따라 부착하는 측면 손잡이가 특징이며, 핸드피스의 거치 및 기타 부품의 수납을 고려하여 디자인 되었다. 
 
다나의 ‘복합물광주사기’는 컬러 트렌드를 반영하여 CMF에 적용하였고 핸드피스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부품의 탈부착을 통해 바타입
과 건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또한 측면 다이얼을 이용하여 주사기 사이즈에 맞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스케치 유성B&M / DANA 



의료산업 동향 
The Trend of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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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의 광치료기 EnergyUp ▲길재소프트 사의 ‘VR 초음파진단기기’ 

의료서비스의 영역이 첨단기술과 감성적인 제품디자인의 융합으로 넓어 지고 있다. 
환자의 공포감을 최소화 하는데서 나아가 정서적 만족감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서비스로 진화하고,  
감성적인 치료요법인 테라피를 아우르며 의료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감성적 
디자인 

물리적 치료 

감성 복합적 서비스 

의료서비스의 확장 

▲삼성 메디슨의 현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WS80A’ 

IOT(사물인터넷), AI 
등 최신 IT 기술 

1. 감성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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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스마트폰 연동 저주파 자극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무선 제어가 가능하며, 
사용 기록도 저장할 수 있다. 

▲힐세리온의 초음파 진단 ‘SONON’ ▲GMSBIO의 자가혈당측정기 ‘GBIO-i’ 

2. 서비스 개인화의 심화 

스마트 폰 연동 서비스로 휴대 의료기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진단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개인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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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밸러스의 재활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  

외상환자 
신체적 재활치료  

외상환자의 신체적 장애를 완화하는 전통적인 재활훈련의 의미는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인
지적 퇴화를 완화하고 운동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확대, 진화하고 있다. 

▲ 넷블루의 인지장애 아동 개선프로그램’cotras-C’와 노인치매 치료시스템 ‘cotras-G’ ▲ 에이치엠에이치의 하지재활로봇 

3. 재활치료 의미의 확장 

일반인 
운동, 퇴화완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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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초음파 유방암 진단기 `S-디텍트` 
세계최초로 딥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병변을 알려준다 

▲디오텍의 의료녹취시스템 ‘DioVoice Medical’ 
딥러닝 기반의 음성처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 솔루션 

▲인바디의 맞춤형 건강관리 웨어러블 기기 ‘인바디밴드’ 
체지방 측정, 모바일 연동, 통계 데이터를 제공. 
심박수, 체중, 운동량 측정이 가능하다.  

출처 전자신문-<의료산업, 빅데이터·AI 날개 달고 첨단산업 진화>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 
AI 

Big Data 

4. 개념적 의료서비스의 실용화 

개념적으로만 구상됐던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제 의료기기와 접목되면서 기존의 의료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의료활동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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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동물용 체외진단기 ‘PT10V’ ▲아이센스의 동물전용 혈당 측정기 ‘VetMate’  
   전해질분석기 ‘i-Smart 30VET’ 

▲메디엔인터내셔날의 동물병원용 영상장비  

  

▲한국폴의 동물용 혈소판 분리 추출 장비 ‘V-PET’ 

출처:데일리벳-<2016 KIMES에 소개된 주요 동물용 의료기기> 

5. 동물전용 의료기기의 성장 

국내 반려동물 시장 성장 전망 

1조 1조  1,400억 1조  4,300억 

1조  8,000억 

5조  8,100억 

2010 2013 2014 2015 2020 

[단위 : 원] 

자료 : 농협경제연구소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동물전용 의료기 개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존의 사람용 의료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전문적으로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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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Medical Design Trend 핵심키워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사용성 건강 라이프 스타일 미래의 미학성 

자동화 단순화 은은한 대비 소비자 친화적 

소형화 터치스크린 
소통 & 

자가모니터링 
대비 / 

블랙&화이트 

3D&4K 시각화 맞춤형 긍정적인 임상경험 밝은 색상 

3D 프린팅 &  
첨삭가공 

위생 미니멀리즘 

첨단 기술에 의한 효율성 중시 반면 
소비자에게는 친근하고 단순함 추구 

참고 : Wild Design, Medical Design Trend Review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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