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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ES 의료기기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는 

고디자인 연구소가 2005년부터 매년 제작하는 리포트로 

KIMES를 통하여 국내외의 의료산업을 디자인관점에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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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  고디자인 부설연구소 김채련 팀장, 구선희 전임 



-Copyright©2018 GODESIGN INC.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현장스케치 
 
 

 

 

 

 
 

의료산업 동향 
 
 

 

 

 

1. ‘ONE HEALTH’ 개념의 강화 

2.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3.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국가책임제’도입 

4. 통합적 암 치료의 확대 

5. 4차 산업혁명과 의료서비스산업의 변화 

6. 메디컬 디자인 트렌드 핵심키워드  

0. KIMES 2018 전시개요 

1. 검사 및 진단기기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4. 개인의료기기 

5. 기타기기 및 제품 

6. 고디자인 디자인개발 제품 



-Copyright©2018 GODESIGN INC. ALL RIGHTS RESERVED-  

▶ 개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기간 
2018.3.15(목)~18(일) : 4일간 
 
 

▶ 장소 
COEX 전시장 1,3층 전관 
 
 

▶ 전시 규모  
34개국 1,313개사 참가 
 

“ Think the Future” 

 
▶ 참관객 현황 
3월 15일(목) 17,366명 (1,551명 해외포함)  
3월 16일(금) 22,793명 (1,065명 해외포함)  
3월 17일(토) 20,165명 (762명 해외포함)  
3월 18일(일) 12,885명 (379명 해외포함) 
 
▶ 총 73,209명 
(해외바이어 3,757명 포함) 
 
 

참가업체 
KIMES NETWORK 

관람객 
CREATIVE KIMES 

기술정보 
KIMES’s INTELLIGENCE 

▶ 참가현황 
총 34개국  1,313개사 
 
 

▶ 국내외 우수한 의료기기 및 병원설비 전시 
 
▶ 의료설비의 개선을 통하 병원실비의 현대화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과 수출확대 기여 
 

현장스케치 0. 전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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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The Sketch of 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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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메디슨의 디지털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S85’ 

▶ 가상현실(VR)을 통한 천장형 엑스레이 진단체험 

이뉴스투데이- 삼성, KIMES 2018서 첨단 의료기기·진단 솔루션 공개 2018.3.15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185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삼성은 Dose Less, Care More라는 주제로 프리미엄 제품에서 보급형 제품에 이르는 초음파 진단기기 라인업을 선보였다. 
산부인과용 초음파 진단기기뿐만 아니라 영상의학과용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S85’도 전시해 고객층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RS85’는 간편한 조작으로 작업의 피로도를 낮추어 주며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환자를 진단하는 주변환경에 맞춰  
Control Panel을 6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가상현실(VR)을 통해 천장형 엑스레이 ‘GC85A’의 진단 기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은 편리한 사용성을 갖춘 의료기기와 저선량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 등 의료진과 환자를 모두 배려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여 사업 다각화에 힘쓰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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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GE헬스케어의 유방암진단기 
‘세노그래프 크리스탈 노바’ 

▶ GE헬스케어의 심전도 ‘맥2000’ 
▶ 필립스의 초음파 ‘루미파이(Lumify)’ 

▶ 필립스의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 

  

GE헬스케어는 새로 출시된 ‘세노그래프 크리스탈 노바’를 선보였다. 초기 유방암 진단에 최적화 된 이미지를 구현하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심혈관 질환진단에 필수적인 심전도 기기와  심전도 통합관리시스템 또한  GE의 진보된 기술로 거듭나고 있다. ‘맥
2000’은 병동, 심전도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 가능한 심전도 장비이다. 
필립스의  ‘루미파이’는 아직 국내 시장에 나오지 않은 제품으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용 휴대용 초음파 장치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환자의 상태를 확인, 진단할 수 있다.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은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을 중심으로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은 여러 중앙 감시 시스템
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이는 전국에 흩어진 계열 병원 간 환자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의협신문-· GE헬스케어, 결과 중심형 의료 솔루션 선보여 2018.3.15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08 

AVING뉴스-· 필립스, 효율적인 환자 관리 기여하는 커넥티드 모니터링 솔루션 선봬 2018.3.20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675&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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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부터  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의 
최첨단 MRI장비‘uMR 770’ 

▶ 길재소프트의 
‘태아초음파 기기 ‘VR피터스’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UIH사의 MR  ‘uMR770’ 관람객들의 눈길을 집중시켰고, 해당 제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
터 국내에 출시·판매될 전망이다. 탁월한 이미지와 빠른 검사 속도 등 장점을 인정받아 현재 상해 교통대학교 부설병원인 
중산병원을 비롯한 중국 내 다수 대형병원에 설치돼있다. 
길재소프트는  산모가  병원에서 입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모니터 대신 VR로 태아를 보기 위한 병원용 VR피터스
(Fetus)와 산모앱 1.0을 소개하였다. 3D Tilting 기술로 초음파 태아 얼굴을 볼 때 고개를 상하좌우로 돌리면, 다른 각도
에서 태아 얼굴을 볼 수 있다. 산모가 좀 더 입체적으로 태아의  얼굴을 관찰 할 수 있다. 

AVING뉴스-- 코니카미놀타·유나이티드이미징헬스케어, 혁신적인 의료기기 제품들 선봬 2018.03. 20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67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현장스케치 1. 검사 및 진단기기 

의학신문-길재소프트, ‘태아’이지미 아닌 ‘VR’로 입체감 있게 본다. 2018.3.1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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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의료로봇 대표주자 ‘큐렉소’ 첨단 제품 군 선봬 2018.03.14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562 

수술로봇 전문기업 큐렉소는 인공관절 수술로봇, 보행재활로봇, 자연분만유도기 등 다양한 첨단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의료로봇 사업부문을 인수해 제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국내외 판매를 위한 영업망을 
늘리고 있다. 인공관절 수술로봇은 기존 수술법에 첨단 컴퓨터와 로봇의 기술을 접목시킨 의료로봇으로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 수술예후가 좋다.  
바드사의 유방생검기기 ‘엔코’는 진공 흡인 방식으로 유방의심 종양의 진단과 제거가 가능한 업그레이드 된 최신기기
이다. 한국여성들에게 많은 치밀유방조직 내에 삽입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 표적 정확도를 높였다. 시술 시 발생하
는 기기의 소음을 최소화하여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 시술 편의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이윈사의 내시경고정로봇은 수술대 옆에 설치하여 내시경을 제어함으로써 복강경 수술에 적용된다. 내시경 고정용 
클립으로 의료인들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수술을 진행 할 수 있다. 
 
 

▶큐렉소의 로봇인공관절 수술기’TS1’ 
▶BD BARD의 유방생검기기 ‘엔코(EnCor)’   
▶하이윈의  내시경고정로봇 ‘MTG-H100’   

 
 

의학신문- 바드, 생체 조직검사분야 글로벌 마켓 리더 2018.3.15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00 

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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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랩의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BSD-2000’ 

▶동서메디케어의 
암 치료용 고주파 온열기‘셀리프(CELIEF)’   

 

아이비랩의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는 40 ℃의 열을 종양 부위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다. 유사의료기
기 중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인증을 획득했다.  유방, 폐, 복부, 간은 물론, 기존의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에서 
효과가 미미했던 담도계, 골반 및 생식기 부위 종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실시할 수 있다. 
동서 메디케에어의 고주파 온열기는 성능뿐 아니라 환자와 사용자인 의 편의성을 함께 높인 제품으로 다양한 장점을 갖
춰 시장에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정보가 저장돼 있는 컨트롤 PC와 동기화되는 10.4인치 LCD터치 모니
터가 탑재돼 있어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오퍼레이팅 룸과 치료를 위한 불필요한 이동이 사라진다. 아울러 치료 시간과 고주
파의 출력 조절 등을 터치 패널 모니터로 조작 할 수 있어 편리하다. 

AVING뉴스-동서메디케어, 의료용 온열자극기와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선봬2018.3.17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587&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머니투데이- 아이비랩 "고주파로 종양 파괴해요“ 2018.3.16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1619003626608 

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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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AVING뉴스-클래시스(CLASSYS), 최첨단 기술 활용한 의료장비 소개할 예정 2018.2.19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3902&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이데일리-하이로닉,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18 참가2018.3.1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178726619143320&mediaCodeNo=257 

▶하이로닉의 레이저 지방분해방비 ‘슬리머스’ 
▶클래시스의 냉동지방분해용기기 ‘클라투’   

▶Zimmer의  냉각분해기 ‘Z Lipo’   
 
 

하이로닉은 독자적으로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한 레이저 지방분해 장비 ‘슬리머스(SLIMUS)’를  선보였다. 지난해 9월  
수출용 허가를 받았으며 레이저를 이용해 비만환자에게 비침습적으로 복부 둘레 감소에 사용하는 반도체 레이저기기다. 
클래시스의 냉동지방분해용 의료기기 클라투는 외산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생산기술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 미용의료서비스 대중화를 통한 시장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Zimmer MedizinSysteme은 의료용 냉기장치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업체로 Z Lipo는 주위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피부 밑의 오일층이 냉각되는 원리이다. 10.2인치의 터치컬러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으며 2개의 애플리케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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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로보맥스는 HOT & COLD 두 가지 방식의 플라즈마 기기인 ‘플라톤2X’를 선보였다.  피부 리프팅에 효과적인 HIFU기기 
‘ULVERIN’는 180도 회전하는 모니터를 사용하여 보관할 때 모니터를 덮을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대성마리프의 통증치료기는 냉,온, 공압 3가지를 접목시켜 부종완화와 통증치료에 더욱 뛰어나다. 외산의 통증치료기는 
부피가 크거나, 냉치료만 가능하거나 혹은 얼음물을 별도로 넣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불편함과 사용의 제한
이 많았다. ‘CTC7’은 이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따뜻한 온치료는 만성통증에 이용하고 냉치료는 급성통증이나 붓기
에 사용되며 이를 도와주는 공압은 피부에 밀착을 하여 치료가 효과적이고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로보맥스의 플라즈마 ‘플라톤2X’ 
▶로보맥스의 HIFU기기 ‘ULVERIN’   

▶대성마리프의  통증치료기 ‘CTC7’   
 
 

AVING뉴스-대성마리프, 냉.온 치료 동시에 가능한 기능성 포터블 선보인다 2018.3.5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208&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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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KIMES 2018에서는 최근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로봇의료기기 관련 전시품을 B홀에 ‘재활로봇 특별관’으로 
전시하였다.  
국립재활원과 로봇을 제조한 ‘HMH’사의 ‘EXO WALK’는 외골격 제어형 보행재활로봇으로 정확하고 빠른 보행 훈련을 유
도한다. 뇌졸중,편마비,중풍 등 보행이 어려운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걷기 연습을 보조한다. 바퀴를 이용해 무빙이 가능
하고 수억 원을 호가하는 타사의 보행훈련 로봇에 비해 경제적이다. 간단한 UI로 손쉬운 사용이 가능하다. 
AMADEO는 자연스러운 파지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고 자동화 된 동작 순서를 실행 할 수 있다. 치료사는 개별환자에게 적
합한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고안할 수 있다. 
웨어러블 로봇핸드 ‘핸드 오브 호프’는 손의 움직임만을 돕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손가락 하나하나에 시신경 센서를 연
결해 운동신호를 전달하는방식으로 전기 없이 반복 훈련이 가능하다. 
 
 

▶국립재활원의 보행훈련로봇 ‘EXOWALK’ 
▶ Tyromotion 의 손재활 보조장치‘AMADEO’   

▶우림테크놀로지의 웨어러블의료기 
  ‘핸드 오브 호프’   

 
 

AVING뉴스 국립재활원, 뇌졸중 환자의 보행 훈련 돕는 'EXO WALK' 선봬2018.3.16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550&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AVING뉴스- 우림테크놀로지, 근본적으로 손 재활 치료하는 '핸드오브호프' 선봬2018.3.16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551&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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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 개인의료기기 

이데일리-하이로닉,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KIMES 2018 참가2018.3.14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178726619143320&mediaCodeNo=257 

▶하이로닉의  개인용HIFU ‘INNOLIF’ 
▶ 로보맥스 의 플라즈마 갈바닉‘TONOSURE’   

▶원텍의 홈케어 HIFU 
  ‘하이피리프텐’   

 
 

하이로닉의 계열사 아띠베뷰티는 개인용 미용장비  ‘이노리프’,플라즈마 관리기 ‘프라소닉’, 바디관리기기 ‘씨비’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였다.  신제품  ‘이노리프’는 피부관리 및 피부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인용 HIFU이다. 
 로보맥스의  ‘토니슈어’는 2가지 팁으로 플라즈마,갈바닉  2in1기능으로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홈케어 장비이다.  
원텍은  피부 표면에 데미지 없이 주름개선, 탄력증가 톤업효과가 있는 홈케이 제품 하이리프텐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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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4. 개인의료기기 

고헬스케어서의  ‘프리즈마20A’는 레드닷디자인어워드를 수상한 프리미엄 자동 양압 지속유지기다. 쉽고 직관적인  
터치스크린을 적용하여 마스크 피팅과 다양한 호흡상태 정보를 제공하며 치료 후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SELVAS의 ‘셀비 체크업’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질병예측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검진기록을 입력하면 주요 6대암의 
발병위험을 비롯한 심뇌혈관질환, 당뇨, 치매 등 주요 성인병의 4년 이내 발병 확률을 예측해 주는 메디컬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고헬스케어의  홈케어 양압기 
 ‘IPRISMA’ 

▶ SELVAS의 질병예측 솔루션 
 ‘셀비체크업’   

 
 

의학신문- “메디컬 분야 대표 AI 기업으로 키운다” 2018.3.2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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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NG  뉴스-아이엠헬스케어, IoT와 피트니스 결합한 헬스케어 게임 선봬 2018.03.18 
http://kr.aving.net/news/view.php?mn_name=exhi&articleId=1384662&sp_num=962 

아이엠헬스케어의 IoT헬스케어는 트레이너가  필요 없는 가상운동기구다. 이 제품은 코어 근육을 주로 사용하며 앞으로도 
컨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는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가정용 제품이지만 기업용 제품도 6월에 출시한다. 
인바디는 헬스케어 서비스 스마트미러를 전시하였다. 스마트미러에서 인바디 결과와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매일 한 곳에서 
모아 볼 수 있다. 더불어 출근, 등굣길에 필요한 날씨, 교통상황과 같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NIRSIT’ 휴대용 근적외선 뇌 영상장치는 기존의 CT나 fMRI와 같은 고가의 장비로 하기 어려웠던 일상생활 관련 실험들을 
가능하게 하고 규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치매와 우울증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리메드의 ‘경두개자기자극기’는 우울증치료를 목적으로 전자기장을 두부에 인가하는 기구로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부
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아이엠헴스케어의 가상 운동기구   
‘IoT헬스케어’ 

 ▶ 인바디의 ‘스마트미러’   
▶ 오비이랩의 펄스옥시미터 ‘NIRSIT’ 

▶ 리메드의 우울증 치료기 
 ‘경두개자기장자극기’ 

 
 

현장스케치 5. 기타기기 및 제품 

AVING뉴스-  오비이랩, 펄스옥시미터 'NIRSIT' 소개 예정2018.2.13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3857&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의학신문-24시간 인바디 라이프 시대 ‘눈앞’2018.03.1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921 

AVING뉴스-  전자기장 이용한 우울증 치료기 '경두개자기장자극기' 등 최첨단 의료기기 소개, 리메드2018.3.19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384650&Branch_ID=kr&rssid=naver&mn_nam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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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The Sketch of 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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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시스메디칼의 HIFU의료기기 ‘Ultracel Q+’ 

Ultracel Q+ 는 페이스,바디용 비수술적 고강도의 집속 초음파 리프팅 의료기기이다. 
진피층 침투 깊이에 따른 8종류의 카트리지가 있으며, 핸드피스의 측면 버튼으로 카트리지의 잠금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시술 시 시야각이 중요하여 카트리지 디자인 시 폭과 길이를 고려하여  타 제품보다 65%이상 더 좋은 시야각이 확보되었다. 
핸드피스 상부에는 시술 위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동작 LED를 적용 하였으며, 측면에는 곡선의  라인을 주어 
그립이 좋게 하고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 하였다. 
표면에는 SF코팅처리로 부드러운 촉감을 주고  스크래치나 지문 자국을 방지하는 등 CMF 도 고려를 하였다.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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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 메가메디칼의 체내형 의료용 카메라 ’NET-280N’ 

‘NET-280N’ 제품은 기존 NET-280 모델을 리뉴얼 한 제품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영상 진단용으로 사용된다. 
사용성에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크기와 그립감을 고려하였으며 핸드피스는 듀얼 사용이 가능하고, 싱글 구성일 때는 반대편에 
트레이로 사용 하거나 UV소독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모듈식으로 디자인하였다. 
3종류의 내시경은  별도의 교체 파트를 두어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찰 시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가볍고 소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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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 쉬앤비의 고주파통증치료기 ‘NeedleShaper’ 

Needle Shaper는 체내 깊숙히 고주파에 의해 세포와 혈액을 마찰시켜 발생된 심부열로 통증 및 순환장애를 치료하는 원리의 
의료기기로 원하는 시술 부위에 치료가 용이한 제품이다. 유니크하고 유기적인 형상의 디자인과, 골드와 블랙색상의 조화로 
세련되면서 고습스러운느낌을 준다. 
본체 상부에는 멀티컵이나 패드 등의 악세서리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를 배려하였다.  본체 아래 간접조명 
LED는 작동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본체에 핸드피스를 거치하는 일체형 타입으로 별도의 거치대 없이 깔끔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핸드피스를 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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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아이메디칼의 TWO IN ONE 개인용 피부미용기기‘INUS’    ▶근골격계 통증치료기 ‘AXION’ 

INUS는 개인용  멀티 미용기기로 컴팩트한 크기로 그립감이 우수하다. 
RF와 HIFU팁을 교체하여 2가지 기능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사용 시 시야 확보가 용이한 것이 디자인 특징이다. 
 전면에는 LED로 상태가 표시되며 비 사용시에는 ‘Hidden’ 모드로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IT기기 느낌을 강조하였다. 거치대는 무
선 충전 방식을 도입하여 유,무선 두가지 타입으로 타 제품과 차별화 하였다. 패키지 또한  제품의 컨셉에 맞춰 심플하면서 깔끔
한 이미지로 완성되었다. 
 
AXION은 병원용 고주파 근골격계 통증치료기로 화이트와 블랙을 사용해  강력한 스포츠 재활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디테일한 요소로는 본체 조작버튼에  사용성을 고려해 실리콘재질의 조그다이얼을 적용하였다. 핸들부에는 선을 걸어 놓을 때    
흘러내리지 않는 고무재질을 적용하였으며 선길이를 조절 할 수 있도록 걸이가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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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림텍의 산부인과용 RF의료기기 ‘HERACARE’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HERACARE 핸드피스는 산부인과 질 성형술에 사용되는 RF기반 의료기기이다. 
깨끗하고 심플하며 신뢰감 주는 디자인으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중점을 두었다.  
핸들부는 슬림하고 부드러운 그립감으로 시술 시 피로도를 줄이고 ,체내에 삽입되는 팁은  라운드의 형태로 위험성을 최소화 
하였다. 
팁의 S자형 웨이브라인은 다각도에서 시술 시  RF온도센서가 환부에 밀착되도록 고려하였다. 일회용 팁 교체시 고정이 단단하
고 교체도 용이하도록 버튼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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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 삼보벤텍의 통증치료기 ‘PAIN CEASE’ 

PAIN CEASE는 일체형의 저주파 통증치료기로 인체 내 흐르는 생체전기와 유사한 미세전류를 이용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
경이나 조직의 손상을 비침습적으로 회복시킨다. 대부분의 타 제품은  RCA소켓을 정면에  두는데  선이 거추장스럽고 개수가 많
아  지저분하게 보인다.이 부분을에 중점을 두어 길게 늘어지고 복잡한 선들을 최대한 가려서 정돈되어 보일 수 있도록 소켓을 좌,
우 에 나란히 위치해 두고 카트 정면 케이스가 본체를 덮는 구조를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RCA소켓은 탈착이 용이하도록 측면 깊게 공간을 두고,정면에서 최대한 가려지도록 하였다. 카트정면과 측면에  수납공간을 두어  
패드 및 부속 악세서리를 쉽게  보관 할 수 있다. 
화이트/실버, 블랙/메탈릭블루 조합으로 신뢰감 있는 의료기기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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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 메디우스아이앤티의 복합 기능 의료기 ‘SONOPACTII’ 

‘SONOPACTII’는 초음파 약물주입 및 RF 치료가 가능한 복합 기능 의료기기이다. 
본체 분리형 10.4인치 모니터를 전면에 블랙패널로 적용하여 IT기기의 이미지를 살리고, 90도 틸팅 되도록 디자인하여 패킹 
사이즈를 줄였다. 
정면 LED로 기기 작동상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베이스 좌,우에는 손잡이 턱을 주어 기기이동이 편리하도록 사용자를 배
려하였다. 
핸드피스 2종은 손목의 꺾임과 그립형상에 대해 사용자의 행동을 반영하여 디자인 하였고, 거치대는 별도 파트로 분리 가능하
며 LCD 후면에 위치하게 하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였다. 러버재질 사용으로 핸드피스에 스크래치
나 소음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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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 다오닉의 ‘인피니움’ 

‘인피니움’는 모공축소,피부보습 및 탄력개선 치료가 가능한 피부과용 의료기기다. 
초음파 진단기와 유사한 이미지를 컨셉으로 단단하면서 신뢰감있고 간결한 느낌으로 디자인 하였다. 
본체에는 약물 및 더스트통의 보관 및 교체가 쉽도록 하였고,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본체 후면 상부에 두었다.정면에는 LED로 
기기작동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기기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전용 카트를 두어 필요 시 포터블로 사용이 가능하다. 
핸드피스는  2종으로 본체 상부에 거치하여 위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립감을 고려해 슬림 하면서 본체와 동
일한 포인트 칼라인 메탈릭 다크그레이 색상을 적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 본체와 통일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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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A의 ‘레이저장비’ 

▶ 대신엔터프라이즈의 ‘복합물광주사기’ 

▶ 이레코리아의 ‘Ultrafocus’ 

▶ 제이시스메디칼의 ‘AQUACEL’  ,  ‘ACGEN’ 핸드피스 

▶ 레이저옵텍의 ‘PICOLO’외 다수  

▶ 나눔테크의‘KNEE1004’ ▶ 메디젠의 ‘CRYO ST’ , ‘DUAL WAVE PLUS’ ▶ 송암U&C의 ‘Q-JET’ 

▶ SHENB의 ‘SHEMAX’   

▶ 아원의 ’10PL’ ▶ 우영메디칼의 외부조종캡슐내시경 ▶알피니언의 초음파진단기 

▶ 대화기기의 ‘인퓨젼펌프’ , ‘인퓨젼펌프 렉시스템’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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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etch of 34th Korea International 
Medical + Hospital Equipment Show 2018 

의료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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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션의 안전의료기기 제품들은 사용 후 니들이 제거되어, 2차 감염의 주원인인 
니들 자상사고를 예방해주는데 그 특징이 있다. 

▲ 아이지엠의’BIODECONTER’는 과산화수소 증기를 이용해 병원, 수술실, 
응급실,격리실 등에 존재하는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병원 멸균시스템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지카바이러스,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감염병은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 – 동물 - 환경’ 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ONE HEALTH’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보건을 동물 및 환경과 연결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1. ‘ONE HEALTH’ 개념의 강화 

▲바이러스와 전염병의 유행으로 손 소독,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손소독기업체 하인스의 ‘자동손소독기’  

출처 [혁신성장과 미래트렌드2018],KISEP정책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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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에어랩의 ‘코마스크’필터항균시험과 필터집진효율 시험을 
통과하였다. 

▲조인메디칼의 ‘NV800’은 모든 바이러스, 박테리아, 병원균, 곰팡이균, 유
기물질 등을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차단한다. 

▲메드믹스의 공기살균기’클라로 메디’광선조사기 업체 메드믹스는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경제적 관리비용의 병의원 공기 살균기를 출시하였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신규 지정했고,2014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 
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함에 따라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과 경제적 손실이 OECD 국가 중 가장 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출처 [혁신성장과 미래트렌드2018],KISEP정책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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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드의 치매치료용 경두개자극기 ‘‘RTMS’ 정확한 경두개자기장 자극을 통해  뇌
의 기억력을 관장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을 제품에 반영했다. 

▲그래메디스의 ‘스마트기저귀 관리시스템’은 기저귀에 지능형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대소변 여부를 알려주고 온습도 주기, 횟수를 데이터화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다. 

▲리메드의 치매치료용 보급형 경두개자극기‘Brain-Stim-A’는 일반병의원에서 
경증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7년을 정점으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육박하였다.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2030년에는 전체노인의 10%인127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 가계 부담의 증가,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의 급증의 문제가 심화되자 2018년부터 ‘치매국가
책임제’ 라는 국가차원의 사회,경제적 지원책이 도입되었다.이는  헬스케어 시장에도 변화를 주어 고령화에 따른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인
공지능,IOT,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 될 추세이다. 

3.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수 추이(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 

출처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 치매 임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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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랩의 온열암치료기 ’BSD-2000’은 고형 암세포에 최대 44도의 고열을 집중
하여 전달 할 수 있다. 

▲동서메디케어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Celief’는  외과수술과 방사선 치료, 
화학적 항암치료와 병행 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아디포랩스의 고주파온열암치료기 ‘RAH-HC’은 인정비급여 보험인증
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고주파 온열암치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암 5년 상대생존율 1993-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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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암 치료의 확대 

2016년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및 사망률 1위는 10년 연속  ‘암’ 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암 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70.7%로 10년 전에 비해  16.7%가량 상승 하여 더 이상 불치의 병이 아님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고주파 를  이용한  온열 암 치료기술이 대두되며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관심으로  현시점에서 더 나아가 정보기술과의 융합
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출처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국가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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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차 산업혁명과 의료서비스산업의 변화 

출처 [의료서비스 산업 동향분석],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슈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소비자 참여와 환자 경험의 중요성 증대, 디지털헬스와 보안,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전망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의료서비스분야 적용 확산에 따라 정부의 노력과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
가 요구되며, 보건의료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공존이 필요하다. 

▲비트컴퓨터의 ‘클레머’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로 검색엔진과 머신
러닝 엔진을 활용하여 환자의 진료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큐렉소의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는 가상현실 소프트웨어를 치료에 적용해 
전 연령층이 즐겁게 재활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의욕과 집중도를 높여준다.  

▲㈜팡세의 세포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된 3D 바이오 프린터 ‘VitrarixTM’3차원 세포배
양과 오가노이드 분야에 활용되어, 조직공학,약물스크린,생체 외 질병모델 분야에 이
용되는 바이오 프린터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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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사물인터넷),VR,AR 

빅데이터 

AI, 로봇 

맞춤화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감성과 경험을 고려한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유전체 정보 분석 

2018 Medical Design Trend 핵심키워드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Usability 
사용성 

Aesthetic 
미학성 

Life Style 
라이프 스타일 

맞춤화 

친근함 

예방 및 예측 

강한 Color Splashes 

Primitive Forms 엔터테이먼트,게임 

슬립테크,히어러블 

스마트뷰티,더마코스메틱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플라시보 소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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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TREND” 

Minimalism & Simplicity 

Black & White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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