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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의료기기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는 

고디자인 연구소가 2005년부터 매년 제작하는 보고서로 

KIMES를 통하여 국내외의 의료산업을 디자인관점에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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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 김채련 팀장, 김영광 디자이너, 최보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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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기간 
2017.3.16(목)~19(일) : 4일간 
 
 

▶ 장소 
COEX 전시장 1,3층 전관 
 
 

▶ 전시 규모  
38,500 m² 
 

현장스케치 0. 전시개요 

“ Smarter, Easier, Healthier ” 

 
▶ 참관객 현황 
3월 16일(목) 16,535명 (1,597명 해외포함)  
3월 17일(금) 22,819명 (1,135명 해외포함)  
3월 18일(토) 20,316명 (571명 해외포함)  
3월 19일(일) 13,423명 (233명 해외포함) 
 
▶ 총 73,093명 
(해외바이어 3,536명 포함) 
 
 

참가업체 
KIMES NETWORK 

관람객 
CREATIVE KIMES 

기술정보 
KIMES’s INTELLIGENCE 

▶ 참가현황 
총 41개국  1,292개사 
 
 

▶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 
 
▶ 의료설비의 개선을 통하 병원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 기여 
 
▶ 무역상담액 : 내수 1조 9천억원 / 수출 5억 6천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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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The Sketch of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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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삼성 메디슨의  
디지털 X-Ray ‘GM85’ 
이동형 CT  ‘Cere Tom’ 

초음파 진단기기 ‘HM70A with Plus’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삼성은 접근성(Access), 정확성(Accuracy), 효율성(Efficiency)을 주제로 가볍고 슬림해진 의료기기 제품 을 선보였다. 
‘GM85’는 기존보다 40% 가벼워지고  콤펙트한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부드러운 이동이 가능한 편의성을  갖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다. 
이동형 CT ‘CereTom’은 이전 제품에 비해 이동성이 한층 개선된 디자인으로 구급차에  탑재가 가능하다. 
초음파 촬영 기기인 HS50은 날렵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최적화된 조작절차로 사용자  진료 환경에 적합한 UI디자인을 갖췄다. 

라포르시안- KIMES 참가하는 삼성…가볍고 슬림해진 의료기기 제품군 의미는 2017.03.16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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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좌측부터 GE헬스케어의 현장진료용 
 휴대용 초음파기기 ‘Vscan Extend’ 
▶ 필립스의 범용 초음파 ‘Affiniti 30  
▶ SG헬스케어의 MRI ‘INVICTUS 

  

GE헬스케어는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휴대성과 이동성이 고려된 현장진료용 휴대용 초음파기기'Vscan Extend' 를 선보였다.  
엄지만을 활용한 최소한의 동작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다.  
필립스의 범용 초음파시스템 'Affiniti 30'은 보급형으로 개발되어 콤팩트한 카트형 디자인으로 기동성을 높였다. 
SG 헬스케어는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으로 ‘Best of KIMES 2017’ TOP5에 선정됐다. 오픈형 MRI인 ‘INVICTUS’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환자나 어린이에게 적합한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주기 위해 은은한 LED를 적용하였다. 또한 인체의 여러 부위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폭넓은 촬영이 가능하다. 
 

데일리메디- 필립스 · 도시바 · GE,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병·의원 공략2017.03.18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6830&thread=22r06 

AVING 뉴스 –  [BEST OF KIMES 2017] 에스지헬스케어,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으로 TOP 5 선정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565&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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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ALPINION의 
초음파 진단기 ‘E-CUBE Platinum’ 

▶ 원익의 이동식 X선 촬영장치 
‘The Ray’ 

▶ 케어스트림헬스코리아의 
OnSight 3D Extremity System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알피니언은 지금까지의 핵심기술과 병원진단환경, 성능의 안정성 같은 고객중심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집약된 E-CUBE Platinum을 선보였다. 
또한 트랜듀서 경량화 및  편안한 그립감이 고려된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뛰어난 사용감을 제공한다. 
원익의 ‘The Ray’는 구강 내 영상촬영을 위한 포터블엑스선촬영장치로서 성인과 소아환자의 치과 진단에 사용된다. 
케어스트림의 수족부 전용 CT는 무릎을 비롯해 발, 발목에 체중부하(Weight bearing) 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2D 및 3D의 이미지 구현이 가능
하다.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은 컴팩트 한 디자인과 최소한의 방호 시설로 설치 가능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알피니언 뉴스- 알피니언, 제 33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참가 2017.03. 21  
http://alpinion.co.kr/kr/about/news_view.asp?idx=1213&GotoPage1=1 

라포르시안, -  케어스트림, KIMES 전시회서 수족부 전용 CT 선봬 2017.03. 23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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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 좌측부터 Ybrain의 
신경정신질환용 치료기기 ‘MINDD’ 

▶ Storz medical 
체외충격파 치료시스템 ‘DUOLITH SD1 BT’ 

▶루트로닉의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R:GEN’  

Ybrain의 ‘MINDD’는 신경정신질환용 치료기기로 소형화 자동화된 의료기기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웹과 모바일로 제공
되는 치료 관리 서비스로 의사와 환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치료의 질과 완결성을 높였다. 
Storz medical의 체외충격파 치료 시스템 ‘DUOLITH SD1 B1’은 결합형 체외충격파 시스템으로 4가지 구성의 장비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구성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장비를 결합하여도 심플한 외관으로 사용자의 편의와 사용성을 높였다.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의 선두기업인 루트로닉은 새롭게 안과 분야의 제품인 알젠을 선보였다.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로 황반 중심부 
까지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 질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부스에서는 ‘가상현실(VR)체험을 통해 환자의 병증을 이해하는 동시에 
알젠 치료술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협신문, 우울증, 약물 부작용 없이 ‘자기장’ 치료 2017.03.13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70 

메디컬데이- 루트로닉 황반치료 스마트레이저 ‘알젠’ 국내 출시 2017.03.09 
http://www.medicalday.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481&idx=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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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로봇 ‘TSolution One’, 

자연분만유도기 ‘베이디(Baidy)’ 
▶현대중공업 

중지 시술 로봇 ‘로빈(ROBIN)’   
 

큐렉소의 티솔루션원은 환자 맞춤형 수술계획으로 보다 정밀한 수술을 제공해주는 정형외과 인공관절수술용 로봇이다. 의사가 수립한 환자
에 따른 철저한 계획에 맞춰 정확한 수술을 제공하여 환자 만족도가 높다. 
자연분만 유도기 베이디는 실지 분만이 가능한 2기에 사용하는  장비로 태아의 분만을 유도하는 기기이다. 분만시간을 단축하고 수술적 분만
과 도구 분만을 감소시켜준다. 
현대중공업의 중재시술로봇 로빈은 복부 및 흉부에서 1cm급의 작은 병소를 검사 또는 치료하는 로봇이다. 
이처럼 다양한 의료로봇들이 출시됐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다양한 분야에 로봇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뉴스토마토, 큐렉소-현대중공업, 국내 최대 의료기 전시회 참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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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이루다의  
Diode 제모레이저‘VeLux755’ 

 피부 리프팅 및 상처치료기 ‘뷰젯’ 
  ▶하이로닉의 Q;switch ND Yag 

‘Q Fit’ 

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이루다의  VeLux755는 다이오드 레이저로 기존보다 시술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핸드피스는 50X15mm의 큰면적의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대적으로 큰 핸드피스를 최대한 콤팩트하고 그립감이 좋도록 디자인 하였다. 
뷰젯은 압력 솔루션을 통한 피부 리프팅 및 상처 치료기이다. 노즐을 통해 고압력의 솔루션을 진피로 주입하여 피부 볼륨을 증진하고 주름 및 
흉터 치료에 효과적이다. 자사의 타장비와 같은 LCD를 사용하여 라인업하였다. 
하이로닉의은 Fit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 중 큐스위치 엔디야그 Q Fit은 기존 하이로닉의 아이덴터티를 유지하며 슬림하고 심플하게 디자인 
하였다.  

의협신문, 독자적 기술, 글로벌 업체와 당당히 경쟁 2017.03.13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72 

Aving  Korea- (주)하이로닉, 신제품 Fit시리즈 공개 예정 2017.02.20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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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 좌측부터 이루다의  
턱 관절통증 치료기 ‘TRF’ 

  ▶고려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상생사업단의 
마취심도 모니터링 시스템 

▶ 대진디엠피의 
LED IPL ‘HU-002’  

▶링크옵틱스의 
피부치료기 ‘벨라룩스’ 

 

이루다의 RF+LLT 기술이 적용된 턱관절 치료기는 간편한 착용성으로 턱 관절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고려대학교병원의 마취심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의 이마에 센서를 붙여 마취중 뇌파를 측정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취과 의사에게 편리하고 환자도 더 안심하고 수술에 임할 수 있다. 
대진디엠피는 세계최초 LED IPL인 HU-002는 피부 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피부치료기이다. 디스플레이의 각도와 
외형전체의 부드러운 라인으로 불필요한 공간을 줄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링크옵틱스의 벨라룩스는 에스테틱 관리 샵이나 가정에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며  외형 또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공간의 효율성도 높였다. 

AVING 뉴스, [미리보는 KIMES 2017] 광주과학기술원 ‘통증치료용 건강용품 육성사업단’공동관으로 KIMES 참가 2017.02.21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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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E-헬스 통신, :국내외 첨단 의료기기를 한눈에”… KIMES’17 현장 2017.03.17 
http://e-healthnews.com/news/article_view.php?art_id=142130 

AVING 뉴스,  [KIMES 2017] 엑소 아틀레트, 재활보행로봇 선보여 2017.03.18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655 

AVING 뉴스, [BEST OF KIMES 2017] 에스지메카트로닉스, 보행보조로봇 ‘엔젤렉스’로 TOP 5 선정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569 

▶ 좌측부터 에스지메카트로닉스의  
보행보조로봇 ‘엔젤렉스’ ,  

▶엑소아틀레트의 
로봇보조형 보행훈련기기 ‘EXOAtlet-I 

▶ 대성마리프의 
수관절 재활장치 ‘Reha-pro’ 

에스지메카트로닉스의 착용형 보행보조 로봇 엔젤렉스(Angelegs)는 하지 부분마비 및 편마비, 일시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로봇이다. 로봇활용 대상은 말초신경 병변, 근위약증, 기타 노인성 질환을 갖는 장애인들로 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엑소 아틀레트의 재활보행 로봇은 하반신 완전/불완전 손상 환자를 위한 재활훈련과 보행보조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몸무게 100kg까지 
감당할 수 있다. 
대성마리프는 정맥혈전 예방장치와 스마트 공압지혈대와 함께 신제품 공압 수관절 재활장치 'Reha-pro' 등을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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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 개인의료기기 

▶  좌측부터 아띠베뷰티의 
개인용 피부미용기기 ‘울트라리프(UltraLif)’ 

▶ 원텍의 개인용 HIFU기기 
하이피(Hifie) 

▶ SHENB의 ‘소마(SOMA)’ 

아띠베뷰티의  ‘울트라리프(UltraLif)는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인용 미용기기 이다. 인체공학 디자인과 여성의 손 크기를 고려한  
그립감,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한 GUI 디자인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고려하였다.  
웬텍의 개인용 초음파 미용기기 하이피는 초음파 리프팅이나 타이트닝을 집에서 직접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스텔톤의 다양한 컬러를 적용하였으며 별도의 거치대 없이 거치가 쉽도록 디자인 되었다. 
SHENB의 기술력으로 론칭된 홈케어제픔 브랜드 셀킷(Selkit)의 소마는 기존 시장에 출시된 다이어트 디바이스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가정에
서도 쉽고 편리한 사용방법과 고주파, 석션의 다양한 레벨(level)구성 및 복합 기능으로 체형 및 비만 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데이터넷,  쉬엔비, KIMES 207서 신규 브랜디 ‘셀킷’·신제품 ‘소마’ 선봬 2017.03.22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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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 개인의료기기 

▶  좌측부터 인바디 
가정용 자동 전자 혈압계 ‘BP 170’ 

▶ CEFALY TECHNOLOGY의 
편두통 완화용 헤어밴드 ‘Cefaly’ 

▶ 조인메디칼의 무채혈혈당기 
‘글루코트랙’ 

인바디는 신제품 자동혈압계 'BP170' 모델을 선보였다. 원터치 자동커프 방식을 채용해 개인 팔에 맞게 혼자서도 편리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시인성이 좋은 대형화면과 원터치 측정으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eFaly는 머리에 착용하는 편두통 완화용 헤어밴드로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편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편두통이 시작될 때  
약을 필요이상으로 복용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 들 수 있다. 
조인메디칼의 글루코트랙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 된 무채혈 혈당측정기이다. 기존에 손가락에서 혈액을 뽑아 측정하는 방식에서 간단한게  
이어센서를 귓볼에 물리면 1분 이내로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혈당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AVING 뉴스, [KIMES 2017] 인바디, 가정용 자동 전자 혈압계 ‘BP 170’ 개발  2017.03.17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582 
 

AVING 뉴스, [KIMES 2017] 세펄리, 편두통에 좋은 뇌 자극장치기 선보여  2017.03.18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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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5. 기타 기기 및 제품 

▶ 좌측부터 라디안의  
저출력심장충격기 ‘HR-503’  

▶Swisslog의 
기송관 PTS-01, 

자율전달로봇 Relay 

라디안의 저출력심장충격기 HR-503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정확성, 신속한 충격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Swisslog의 기송관은 병원 검체물 운송에 최적화된 자동형 기송관 시스템으로써 의료 시설의 재료 전송, 의약품 관리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자동화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Relay는 자율전달 로봇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IT기기와 같은 외관과 단순한 사용성으로 병원 검체물을 효율적으로 운반 할 수 있다. 
 
 

AVING 뉴스, 라디안, 높은 정확성과 신속한 충격 ‘저출력심장축격기’ 소개 2017.03.16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76522&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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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옵텍의 PICO SECOND LASER SYSTEM PICOLO 

- 

현장스케치 LASEROPTEK 레이저옵텍 

PICOLO는 레이저옵텍의 아이덴터티를 유지하면서 새롭고 신뢰감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디자인 하였다. 
블랙 앤 화이트의 강한 대비와  MONOLITHIC형태로 안정감과 신뢰감을 고려하였다.  
전면 LCD는 치료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좌우 틸팅 되게 설계하였고 직관적인 GUI와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핸드피스는 기존의 알루미늄 가공물 형식을 탈피하고 ABS를 사용하여 그립과 감촉을 좋게 하였다.   



-Copyright©2017 GODESIGN INC. ALL RIGHTS RESERVED-  

- 

현장스케치 DSE 대신엔터프라이즈 

▶ DSE의 NEW PORTABLE HIFU 

대신의 포터블 HIFU는 기존장비보다 작고 컴팩트하게 디자인하여 기기의 이동이 간편하도록 하였다. 
화면을 세로로 배치하고 HIFU와 RUBBING 기능의 핸드피스 2종을 전면에 배치하여 거치와 사용이 편리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패킹을 고려하여 거치대를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핸드피스는 그립감을 고려하고 LED 상태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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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NANOOM TECH 나눔테크 

▶ 나눔테크의 무릎 고주파자극기 ‘KNEE 1004’ 

‘Knee 1004’는 무릎 및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기로 고주파자극기 전용 무릎생체패드를 사용한다. 
본체는 기기가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여 협소하고 작은 공간에서 기기의 이동이 편할 수 있도록 카트형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카트에 트레이를 두어 치료가 
끝난 뒤 패드를 정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패드는 주사용자가 고령이고 무릎의 크기가 커졌을 것을 고려하여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신체에 패드가 밀착될 수 있도록 밸크로 방식으로 하였다. 
사용자는 누워서 치료를 받으면서 리모콘으로 직접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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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PH 피에이치 하이테크 

▶ PH 하이테크의 디지털 체내치료기 ‘PICASSO’, ‘MIGHTY’ 

PH의  디지털 체내치료기는 소형 의료기기로 보관이 용이하며 작은 공간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PICASSO는 화이트 유광과 골드를 컬러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디지털기기의 느낌을 주었다. 전면에 유광재질을 적용하여 문신치료 시 잉크가 묻거나  
오염 되었을 때 제거가 쉽도록 하였다.  
MIGHTY는 포터블 타입의 치료기로 한손에 잡을 수 있는 크기와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OLED 화면을 통하여 쉽게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패키지는 IT 기기 이미지를 살리며 심플하게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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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WELL MED 웰메드코리아 

▶ 웰메드코리아의 ‘PAIN SENSOR’, ‘CRYO CO2’ 

PAIN SENSOR는 통증을 수치화 하는 기기로 신뢰감을 주기 위해 장비와 카트를 일체감이 나도록 디자인 하였다.  
전면의 슬라이딩 방식의 키보드 정리함을 주어 수납을 편리하게 하였고 본체에 프린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주어 기기 하나에 측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납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Cryo CO2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냉각치료기로 후면부에 가스통이 배치되는데 힌지 방식의 도어를 달아 손쉽게 가스통을 교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에 핸들을 두어 이동이 용이하게 하였다.  



의료산업 동향 
 The Sketch of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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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텍의 의료 3D프린팅(신장모형) ▲엑소아틀레트아시아의 하반신 마비환자를 위한 
    재활로봇 ‘엑소아틀레트’ 

기존 의료기기 형태에서 IT, NT, BT등 타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진보된 신개념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 발전을 선도하며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의료기기는 신속화, 소형화, 정밀화 될 추세로 신개념 의료기기는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실용화, 범용화, 상용화 

▲셀바스 AI의 인공지능기반 질병예측 서비스 ‘셀비 체크업’ 

1. 첨단의료기술의 범용화  

3D 프린팅 
인공지능

(AI) 
로봇 

[의료환경을 변화 시킬 첨단기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신개념 의료기기 전망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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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피니언과 현직의사의 협업으로 출시 된  
    유도초음파 주사장치 ‘US-가이더’ 

▲ 초음파 장비 하나로 여성들의 임신부터 암까지            
    진단해주는 삼성의 환자중심 진단 솔루션인     
     ‘CRYSTALCLEAR CYCLE’이 탑재된 WS80A  

▲조인메티칼의 이어센서를 통한 무채혈 
방식의 혈당측정기 GLUCO TRACK 

2.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디자인 

FIELD RESEARCH DISCUSSION WITH MEDICAL STAFF DESIGNING ENVIRONMENT 

출처 의협신문-<의사, 서비스 디자인을 만나다> 

‘공감’의 기술로 환자 마음을 읽는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자나 사용자를 관찰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과 관련되는 감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가치 같은 정서적 측면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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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유메디칼의 헬스가디언 CU-EL1 ▲ 필립스의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 

3. ICT를 통한 CONNECTED HEALTH의 구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6 
      <주요국의 ICT 융합 의료산업 전략 및 시사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가치 전망 

원격의료 

모바일헬스 

EHR(전자건강기록) / 
EMR(전자진료기록) 

무선의료 

기타 

종합 

의료 IT는 정밀의료기기를 비롯한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기술 접목이 활성화 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환자와 병원을 ‘연결’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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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을 타겟으로 한 비트컴퓨터의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CLEMR)  

▲ 필립스 코리아의 중소병원을 타겟으로 한 
    16채널 CT Access CT 

▲ 피부용 레이저 의료기기의 선두기업인  
    루트로닉의 안과분야 제품 알젠(R:GEN) 

출처 중앙일보 헬스미디어-<‘4차산업’의료기기 시장 지각변동> 

4. 의료시장의 변동 

전국 주요 시도  의료장비  분포지도 

[CT/ MRI / 유방촬영장치 합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는 대형병원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고급화와 선진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가서려는 시장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으로 새로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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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트레스 및 우울증 치료기기의 대두 

국내 우울증 환자  및  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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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유병률(추정) 
출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년유병률(추정) 치료를 받는 환자 지속적 치료를 받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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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명 

▲ 와이브랜드의 신경정신질환용 치료기기 MINDD  ▲ Cefaly(세펄리)의 편두통 뇌 자극장치 ▲ 리메드의 TMS 치료기 Brain Dash Slim 
    20% 크기를 줄여 환자 치료를 극대화 함 
  

의료 산업이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이동하면서 질병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하는 건강 라이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두뇌건강이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중 우울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약물 부작용을 줄인 의료기기들이 출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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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사용성 건강 라이프 스타일 미래의 미학성 

IoT(사물인터넷) 및 AI 단순화 웨어러블 소비자 친화적 

빅데이터 
터치스크린  

 VR(가상현실) 
소통 & 

자가모니터링 
강한 색상 대비 / 

블랙&화이트 

3D&4K 시각화 맞춤형 긍정적인 임상경험 
강하고 활기찬  

색상의 단색 

3D 프린팅 &  
첨삭가공 

MONOLITHIC FORMS 
& MINIMAL 

디지털화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친숙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참고 : Aran, Top 7 Trends in Medical Device Design 

EHR 
(Electronic Health Record,전자건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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