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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7번째 발행하는

2022 KIMES 의료기기 디자인 트렌드 리포트는

고디자인 연구소가 의료산업의 디자인 트렌드 및 미래 선행

의료기기를 예측하여 시장조사 및 개발 자료로 참고할 수 있

도록 2004년부터 매년 4월에 리포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배포

하고 있습니다. (2011년, 2020년미발행)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KIMES(국제의료기

기 및 병원 설비전시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국

내외 자료, 뉴스 기사, 참관 내용을 분석하여 디자인 관점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국내 최대이자 국제적 규모의 전시회를 중심으로, 국산 의료

기 및 글로벌 제품군과 국내외 메디컬 트렌드의 데스크 리서

치 자료를 보강하여, 전문 의료기기 분야, 병원 설비 분야, 개

인 및 홈 케어, 헬스케어 분야, 바이오메디컬, 웰니스와 실버

제품 분야 등의 현재와 근미래 시장 동향을 예측의 시선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전시개요

▶ 참관객
총 55,153 명
3월 10일(목) 13,845명
3월 11일(금) 19,132명
3월 12일(토) 12,687명
3월 13일(일) 9,489명

▶ 기간
2022.3.10(목)~13(일) : 4일간

▶ 장소
COEX 전시장 1,3층 전관

▶ 전시 규모
38개국 1,258개사 참가

국내 최대의 의료산업 전시회인 제37회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전시회
(KIMES2022)가 지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였
다.

“KIMES Where New Hope Begins”의 주제로 뉴노멀 시대 핵심 가치로 주목받는
융복합 의료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었다.

세계 7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이끌
고 있는 ‘KIMES’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악조건이지만 유관 업계
의 관심과 호응으로 예년 수준을 능가하는 전시 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시회에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빅테크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두루
참가하여 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기기를 선보여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헬스
케어 시장의 변화와 첨단 의료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KIMES
Where 
New Hope 
Begins

KIMES 2022 개막, 폐막 보도자료-https://kimes.kr/kor/board/notice_view.asp?site_type=&B_CODE=TB_NOTICE_KR&NUM=242&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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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및 진단기기

필립스는 이번 키메스에서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마취통증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사용 가능한 새로운 초음파
시스템 3300을 선보였다.  
이번 제품은 소노CT(Sono CT) 기술과 엑스레스(XRES) 기술을
바탕으로 대조도를 높이고 노이즈는 줄이며 경계면을 부드럽게
하여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함으로써 진단 부위의 임상 정보를
더욱 정확히 얻을 수 있다. 난소 여포의 개수와 길이를 자동
측정하는 여포 측정(Follicle counting), 태아 목투명대를 자동
측정하는 NT 어시스트(NT Assist) 기능 등 산부인과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한편 3단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초음파 겔 워머(Gel 
Warmer)가 추가돼 환자의 불편함도 최소화했다. 
기존 필립스 초음파 장비와 유사한 컨트롤 패드 레이아웃으로
의료진이 빠르게 기능을 익힐 수 있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필립스 초음파 3300은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iF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발췌-개원의부터병원까지, 다양한활용도높인필립스초음파시스템3300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93

필립스 초음파시스템 3300

(출처: INDIAMEDTODAY)



디알텍‘아이디아’

1. 검사 및 진단기기

발췌-KEIT 지원, 디알텍유방암조기진단시스템AIDIA 개발
https://hellot.net/news/article.html?no=66779

디알텍은 이번 키메스 전시회에서 프리미엄 디지털 유방촬영기 AIDIA(아이디아)를
선보였다. 
이번 KEIT 지원을 통해 AIDIA는 인간공학적 디자인을 가미해 환자의 검진환경을
개선하고, 유방영상 판독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방암 조기검진기기로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특히 AIDIA는 유방암 진단을 위해 필요한 영상촬영 시 환자의 불안요소와 신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체와 유사한 둥글고 부드러운 모서리를
주로 사용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환자에 긍정적인 촬영 경험을
제공한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 업무 순서와 일치하는 디자인 구현, 키컬러(key color)를
사용해 정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등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개발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AIDIA는 작년 세계 3대 디자인상(독일 ‘Red-Dot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을 모두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제품과 디자인
우수성을 검증 받았다.



신한메디칼㈜ Vyaire사의'Vyntus' 시리즈

1. 검사 및 진단기기

신한메디칼은 이번전시에서 독일 Vyaire사의 'Vyntus' 
시리즈를 선보였다. 
Vyntus Spiro는 진단폐활량계로, 포터블(Portable) 
타입이라 휴대가 간편하다. 또한 Vyntus ONE 장비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두 가지 센서 적용으로 PFT와 CPX 
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Vyntus CPX의 경우 폐 질환과
신진대사 임상의 복합검사로 스포츠 의학 또는 리서치와
운동처방에 유용하며, 듀얼 스크린으로 ECG와
그래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7cm로 문턱을 낮춘 하단과 1110L의 대용량 캐빈이
특징인 Vyntus Body는 박스 안 밀폐된 공간에서 폐
용적을 알아보는 검사가 가능한 장비이다. 캐빈 내부가
커짐에 따라, 좁은 박스 장비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했으며, 듀얼 초음파 센서 적용으로 기존 센서보다
검사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Vyaire사의 'Vyntus'는 작년 말경 론칭된 신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사가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발췌-신한메디칼, KIMES 2022서폐관련장비'Vyntus' 시리즈소개해... "트렌드에발맞춰나갈것!“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89643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동서메디칼은 이번 전시에서 신제품 ‘셀라프’ 을 선보였다. 
외형적으로 암의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심리까지도
생각한 네임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 
안도감을 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장비의 소형화, 기술 집약으로 이동성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패널 PC 채택으로 All in One 시스템을
유지하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했다”라며 “소형화 집적화로
제조 원가를 감소해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의료기관의
투자비 절감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본 제품은 환자 치료 데이터가 저장된 15.6인치 패널 PC를
활용한 All in One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오퍼레이팅 룸 없이도 환자를 응대하면서 치료 플랜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를 움직이는 헤드부 Arm을
이용하는 유연한 원터치 전동 이동으로 6방향까지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
“본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적인 부분의 삼박자가 환자와
이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집약된 업그레이드 이동형 제품으로
시장에 큰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발췌-암치료용고주파온열기‘셀리프’포터블버전전격출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288

동서메디칼 ‘셀라프’



루트로닉‘코어레비’

2. 치료 및 수술관련 기기

루트로닉은 미국과 한국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케어 시스템(Intelligent Care System)’을 탑재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신제품 ‘코어레비(CoreLevee)’를
선보였다. 
‘코어레비(CoreLevee)’는 의료용 전자기장 기술을 이용한
어플리케이터를 통해 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침습 의료기기이다.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4가지 근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드러운 저자극부터 부위별 강도
조절이 가능한 맞춤형 스마트 기술을 탑재하였고, 독립적
자극 컨트롤이 가능한 어플리케이터는 이용자 대상 세밀한
시술을 가능하게 하며 시술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효과적인
시술을 지원하는 모델이다.
루트로닉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꾸준한 R&D 분야의 투자와 노력에
더해 의사 유저들과의 협업이 제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발췌-성능·안전성강화로글로벌미용레이저의료기기시장선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22

(출처:의학신문)



큐렉소‘morning walk’ (출처:큐렉소홈페이지)

3. 물리치료 및 재활기기

큐렉소는 올해 키메스에서 환자 맞춤형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S200’를 출시하였다. 
제품의 시스템은 발판 기반형 보행재활로봇 시스템으로
착석형 체중지지방식을 이용해 환자 탑승 및 치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3분 내로 훈련 시작이 가능하다.
평지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리기 등 정상인의 다양한
보행 패턴을 선택할 수 있고, 훈련 중에도 보행
분속·보폭·디딤각·구름각등 수치를 세부 설정할 수 있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토콜 설계가 가능하다.
또한 훈련 중 환자 보행 패턴을 실시간 감지해 치료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어시스트 모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특히 발판 분리 기능은 환자 보행 상태에 따라 다리·좌우
측의 보폭·높이·분속 등 보행 패턴을 다르게 적용함으로
환자에 맞는 단계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며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재활
훈련이 가능하게 됐다.

발췌-독보적의료로봇기술력바탕국내·해외시장선도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493



4. 개인 의료기기

바이오넷‘무선모바일초음파소노미(SonoMe)’

발췌-바이오넷, 모바일초음파'소노미' 출시
http://medigatenews.com/news/1188754818

의료기기 기업 바이오넷은 이번 전시회에서 모바일 초음파 소노미(SonoMe)를 선보였다. 
본 제품은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Wi-Fi로 스마트 기기에 무선 연결해 사용이 가능하다. 유선 초음파의 경우 복잡하고 긴박한 병원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편하고 불필요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무선 초음파 사용으로 환경적 제약 없이 쉽고 편안하게 초음파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전체 8종의 모델을 구비해 다양한 임상적 요구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기존 장비
대비 구매가격의 효율화를 실현해 보다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병원 사용자들도 사용 편의성 및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향후 초음파 진료의 대중화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 및 시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메디게이트)



4. 개인 의료기기

K.L Global ‘OMEGA LIGHT2’
발췌-케이엘글로벌, KIMES 2022서LED 미용기기'OMEGA LIGHT 2' 알린다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88626&mn_name=news

케이엘글로벌은 이번 키메스 전시회에서 'OMEGA LIGHT 
2'를 선보였다.
케이엘글로벌의 'OMEGA LIGHT 2'는 기존 LED 
미용기기인 OMEGA LIGHT 1세대 제품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 제품 대비 더 콤팩트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채용했다. 더불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중국어
음성 안내 기능을 탑재했고, 접이식 설계로 휴대와 보관
용이성이 향상됐다.
OMEGA LIGHT 2는 1145개의 LED에 IR 램프 추가로 성능
역시 향상되었다.  스펙 및 디자인 개선함으로써 일반적인
레이저 치료의 단점인 열 손상, 광노화 상처 등에 대한
위험성을 낮췄고, 근적외선을 통해 피하 조직까지 조사되어
얼굴부터 두피까지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부위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케이엘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외 병·의원 및
피부관리 전문숍에 자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알리고자
한다"라면서,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일반 소비자들도
가정에서 스스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홈 케어
디바이스의 상용화 개발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5. 기타기기 및 제품

메디씽큐‘메타스코프’

메디씽큐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성능 카메라와
아이즈 업 디스플레이(Eyes Up Display) 기술이
결합된 세계 최초 웨어러블 스마트 글라스
‘메타스코프’를 선보였다. 
메디씽큐는 자체적인 영상처리 및 무선 송수신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용 AR 웨어러블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오로서 수술 과정에서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촬영한 고화질 영상을 의료진이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장비에 실시간 전송하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 조절이 가능해 수술 및
시술하는 동안 의료진은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OIS(광학식 떨림 방지 보정), 렌즈 배율
및 미세 초점 조절 기능, 실시간 스트리밍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해 넓고 선명한 디스플레이 구현과
실시간 영상 녹화 및 전송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KIMES 2022’ 통해 국내외
의료진 및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에게 메디씽큐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발췌-메디씽큐, 웨어러블현미경메타스코프국내판매개시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2479



5. 기타기기 및 제품

클로봇시스템 탑재한LG ’CLOi’ 봇시리즈제품(좌, 중) 과‘클로봇’(우)

국내 로봇 서비스 스타트업 '클로봇’은 이번 전시회에서
의료보조 로봇들을 선보였다. 
클로봇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로봇들은
검체나 약재 등의 환자 물품들의 이·배송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이동에 그치지 않고, 자체
소프트웨어의 인공지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자동문을 오가는 동작 역시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 
병원에서 병동들을 돌아다니며 회진 안내 및 중증 격리
환자 대상 비대면 회진 서비스, 환자교육, 검사실 동행
안내 등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클로봇 시스템
바탕으로 나오는 많은 로봇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발췌-미래의료산업의핵심은로봇기술... 'KIMES 2022'에참가한혁신적인로봇의료기기기업은?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8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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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자인이 디자인한 더모스트코리아의 반영구 두피문신기 ‘노바NOBA 벨르’는 두피 탈모 부위에 미세한 바늘로 두피
전용 색소를 주입하여 모근 같은 점을 표현하여 풍성한 모발로 보이게 할 수 있다. 민머리에 헤어스타일을 밀착시키고
가늘고 듬성한 헤어 라인에 밀도를 추가하는 의료용, 비수술용 문신기이다. 또한 모발이식, 화상 등 외부 영향으로 생선
된 흉터들을 숨기거나 탈모증과 같은 증상으로 탈모 된 상태의 피부에 색소 요법을 통해 탈모를 커버하는 두피 미세 색소
침착 시술 기법을 사용한다. ‘노바NOBA 벨르’는 본체 없이 핸드피스 성능을 갖춘 ‘Electronic Module’로 시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본 최고 품질의 Solenoid 모터를 채택하여 진동감, 소음, 무게감을 최소화하였다. 인간공학적 디자인
설계로 장시간 사용에도 안정적인 그립감을 유지하며, 0.1mm 단위로 깊이가 고정된 니들이 주입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국내 의료용품으로 등록된 니들을 사용하여 신뢰감을 높였다.

더모스트코리아의 반영구 두피문신기 ‘노바NOBA 벨르’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심박수측정기 ‘K-BIO PATCH’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웨어러블 패치 타입의 K-BIO PATCH는 일상생활에서 착용자의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패치로,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및 환자 건강 정보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얇고 심플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조형으로
디자인하였다. 헬스케어 제품으로서 작동의 명확성과 간결성 정확한 사용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하였으며 스카이블루, 
화이트 컬러로 심리적인 안정과 신뢰감을 줄 수 있게 하였다. 오송재단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을 이용하여
감염병 대응 자가격리 및 환자 건강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가 재난 방역 기술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웰메드코리아의 EMS 블레이드는 저주파 파동(EMS)의 기능을
IASTM(Instrument Aided Soft Tissue Manipulation)와 결합하여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 이완시켜 근육의 경련 및
뭉침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미세전류를 방출하고 미세진동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근육 통증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적은 소음과 부위별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의
블레이드로 손목이 꺾이지 않고 필요한 부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다크 그레이와 골드 컬러로
고급스러움과 웰메드코리아 제품의 강렬한 아이덴티티를 줄 수 있는 CMF를 적용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웰메드코리아의 ‘EMS 블레이드’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KINETRAC은 척추부, 골반부, 하지부를 견인과 함께 선택적으로 좌우상하 Bending 기능이 있으며
머리에서 골반까지 왕복 운행하는 감지편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된 압박 롤러, 신체 압박 부위에 부착시키는 감지편, 
신체를 견인과 동시에 원하는 척추 분절부를 승·하강 시키는 Compression 기능이 특징이다. GRAY & WHITE의 단단하고
깨끗한 느낌으로 신뢰감과 고급스러움을 주려고 하였으며, 인간공학적 디자인과 설계로 의료진 및 척추환자 대상으로
디스크 호전에 효과적인 평가를 보인다. 한메드는 앞으로 척추환자에게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서 KINETRAC이
적극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며 감압치료 분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 강조했다.

한메드의 정형용교정장비의료기기 ‘KINETRAC’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울킨 ‘Ulkin’은 피부 층 전체에 걸쳐 각각 다른 파장의 3Motion 초음파가 작용함으로써 FACE 부터
BODY 까지 근본적인 피부 개선으로 함께 오래 지속되는 롱 텀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물방울
멀티 리프팅 관리 장비이다. 트렌드에 맞는 심플하고 슬림한 형태가 돋보이며, 직선적이고 간결한 이미지로
디자인하였다. 정확한 사용성을 강조한 GUI 디자인과 깨끗한 화이트&실버 컬러로 사용자에게 고급스러운 장비로 다가가
메딕콘만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다. 메딕콘은 국내 기술로 이뤄낸 병·의원용 고밀도 초음파 피부미용 장비를
선보이며 K-뷰티를 넘어 세계시장에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포부를 밝혔다.

메딕콘의 ‘Ulkin’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SCOUTER Z-CAM은 수술용 치과비디오 현미경으로 핸즈 온 세미나, 학례 증례 발표 시에
빔프로젝터에 연결해 라이브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 강의를 하는 임상가의 경우 강의자료 제작할 수 있으며 치과대학, 
치위생과, 치기공과 등에서 임상실습과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습 기록 저장 및 리뷰, 
라이브 서저리가 가능하다. 특히 카메라 핸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다양한 포지션으로 위치하여 진료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었으며, 협소한 진료실에도 공간을 적게 차지하여 의료진에게 효율성 있는 진료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블랙과
화이트의 깨끗한 이미지에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 요소로 사용하여 경쾌함을 줄 수 있게 하였다. SCOUTER Z-CAM은
디지털 광학과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치과 병·의원, 학교, 세미나를 위한 최적의 제품이며, 사용자 UI에
맞춰져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우터의 치과용비디오현미경 ‘SCOUTER Z-CAM’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X-CUBE i9은 E-CUBE 제품라인보다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라인으로 영상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주요 과별 진단 솔루션을 강화한 포터블 장비이다. 경량화 제품인 만큼 복잡해 보이는 요소의 분할을 최소화하여
정돈되어 보이는 형태가 특징이며 작고 슬림 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옆면에서 핸들로 이어지는 투톤의 엣지라인으로
단단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의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자사만의 독창성을
강화 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진단용 초음파 기기 및 치료용 초음파 기기(HIFU)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인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2분기에도 향상된 X-CUBE 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라 밝혔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의 ‘X-CUBE i9’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고디자인이 디자인한 FLOLIF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FACE와 BODY까지 케어할 수 있는 홈 케어 RF 미용기기이다. 
듀오리프 라인의 신제품으로, 두 가지 타입의 도자와 크레들로 구성되어 있다. 듀오리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가정에서도 인테리어적 요소로 사용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골드 컬러의 도자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CMF가 대비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메디코슨은 2019년 설립된 의료·미용 기기 전문
스타트업이며 주력 제품은 하이푸(HIFU)와 고주파 기술을 하나의 기기에 결합한 홈 케어 미용 기기 ‘듀오리프(DUIOLIF)’, 
패치용 고주파 자극기 ‘엑시온(AXION)’ 등이다. 최근 파마리서치가 메디코슨을 인수하며 메디코슨의 기술력을
에스테틱과 근골격계 치료 시장에 활용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제품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메디코슨의 ‘FLOLIF’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메디코슨 [AXION]

유니온메디칼 [REGEN-X] 다오닉 [CLEAR-Z]

비스토스 [HIBEBE-SUPE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Bio Band Lora] 애드플러스 [BAIB-PRO]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다중형광내시경시스템]



현장스케치 Designed by GODESIGN

에코레이 [ECOVIEW9 PLUS]

ECOVIEW 9 PLUS

MR [Mag Rex] 메디코슨 [DUOLIF]

레이저옵텍 [HELIOS3] 레이저옵텍 [PicoLo]메디코슨 [AXION]에코레이 [ECOVIEW9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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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팬데믹에서 앤데믹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2019년 12월 코로나19 최초 보고 이
후 변화에 직면하였습니다. 신종 변이의 출현으로 5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22년 2월 8일 기준, 전 세계적
으로 116개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
다. 코로나의 발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였고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되는 이점도 생겼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
할 수는 없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도약 ‘넥스트 노멀’을 위한 준비를 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팬데믹(Pandemic)
에서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풍토병) 앤데믹(Endemic) 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으로 마스
크 의무화 지침 공식을 완화하였습니다. 독일은 백신 접종 시
실내 민간모임 허용 인원을 20명으로 확대 하고 있으며, 프랑
스는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며,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싱가포르, 유럽, 영국, 
미국 등의 정책방향을 참고로 팬데믹 대응에서 엔데믹 대응으
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를 정
부 정책으로 내세우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트
렌드 변화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위드 코로나‘, 즉
바이러스와 공존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
에는 올라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처럼 아무 준비 없이 속수
무책으로 바이러스에 당하는 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됩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질환과의 전쟁은 이제 본격화되었습니다. 

자료 : 네이처(Nature), The JoogAng



디지털 헬스케어의 추진 가속화로 바이오 빅데이터와 개인의
료 정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빅데이
터 분석을 통해 질병 예방 및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비용 절
감, 만성질환 환자와 고위험 환자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개인 건강정보(real world
data, RWD)를 실시간으로 수집, 축적이 가능해졌으며 내용 및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ICT 융합기술(AI, Cloud, BigData, IoT등)의 획기적인 발전과 의
료 행위 과정에서 그동안 축적된 대규모 병원 정보와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 주도적 거버넌스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등 정밀 의료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
습니다.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학들이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과
실습 콘텐츠 개발에 나서고 원격진료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병원과 산업계에도 관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메타버스 자체는 유행처럼 퍼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의료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될 것입니다. 
미국조차 아직 의료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거나 시
스템을 개발할 여력은 없습니다. 개인이나 병원 단위로 메타버
스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처럼 조
직화된 곳은 없습니다. 기술발전과 함께 노하우가 쌓이면 메타
버스 관련 업계가 본격적으로 의료시장에 발을 들이면서 의료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타버스와 연결된 새로운 기술은 공간 자체를 스캐닝 해 데
이터를 ‘공간적‘으로 집적합니다. 2차원적 데이터에서 벗어나
공간적 데이터를 읽어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데
이터 집적이 미래의학에 어떤 기여를 할지 예단은 어렵지만 새
로운 길이 등장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2. 새로운 의료 가치창출, 의료 빅데이터와 메타버스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대면진료에서 비대면 진료가 증
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이후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대면 접
촉에 의한 의료 전달 방법은 디지털 도구, 가상 진료, 비대면
의료에 이어 후순위로 밀려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세계 비대면 의료 시장규모는 2019년 69조 원에서
2027년 627조 원으로 연평균 25% 성장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경우 국토가 방대하고 의료비가 비싸 비대면 의료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은 비대면 의
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일반인 상대로 확대, 월마트는 24
시간 전국 비대면 의료 서비스에 착수하였습니다. 코로나 이
후 비대면 의료가 0.1%에서 14%로 증가하였습니다(2020.4
월 기준).
중국 또한 비대면 의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알리
바바 등 중국 1,2위 전자상거래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메
이퇀 전자상거래 업체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통해 휴대전
화로 추천 약 및 오픈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원격의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의사 쟁탈전이 벌
어지는 상황입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중심의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한시적
으로 추진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기술적 안정성과 편리성
을 검증받아 적용 확대되며, 비대면 의료 서비스 추진에 따
른 단점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시행
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혁신적 진료 패러다임, 비대면 의료



4. 마음케어(Relax Science), 지치고 힘든 사람을 위한 비지니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과 2021년, 우울과 불
안은 우리의 일상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이들이 누적된 정서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
운데,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히 변화된 일상생활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
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불안, 불면증, 우울
증 등 정신질환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
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챙
김(Mindfulness)’이라는 키워드가 큰 관심을 받습니다. 과거
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닌 현재의 나에 집중하는 메시지
가 더욱 각광받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정신건강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의학의 발전에
따라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스트레스나 원인 불명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해마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대 보건 의료의 핵심은 정신건강
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가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가상현실 치료 플랫폼 제작자는 물론, 보험사나 정부부처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자와 가상현실 의료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등장
이라는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
처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인포포비아(Infophobia) 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은 사람
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심리상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
금까지 방역과 치료에만 전념했다면, 앞으로는 정신질환에
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헬스케어의 결합을
가속화했습니다. 개인 건강과 자가 진단을 향한 관심이 웨어
러블 기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종사용자가 웨어러블 기기 전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2020
년 690억 달러(약 80조 원)에서 2021년 815억 달러(약 9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스마트 의류, 스마트 패
치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개발 및 출시
도 줄을 잇는 추세입니다. 이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도 맞춤형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에서 질병 및 이상 징후의 진단과 예방이 일상
이 될 날은 분명 머지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병 치료와 관리
가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IT기업들이 헬스케어에
이어 전문 의료기기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에서 다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6년부
터 의료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물 인터넷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술용 모니터 등 신제품을 잇달아 선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분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
면서,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와 북미 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IT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5. 데일리 터치케어와 의료가전 시장의 확대

전 세계 헬스케어 투자 횟수 및 금액. ⓒCB 인사이트(한국산업기술진흥원보고서)



‘거대한 가속 속에서 10년 빨리 찾아온 미래를 직시하는 Sustainable Design’

와이파이6디바이스

인공지능
원격진료,원격환자모니터링

Technology

Usability Aesthetic

Life Style

감성을 자극하는 Interactive
Basic

Automation Accelerates
단순화

Bold But Muted Colors포괄적인

Truly Cozy

Self-Worth

Self Gifting

나노사회

미니멀리즘

레트로

가상현실, 메타버스

2022 바이오메디컬디바이스 디자인트렌드는
‘거대한 가속‘ 속에서 10년 빨리 찾아온 미래를 직시하는 지
속 가능한 디자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혼란을 거쳐왔으며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가속화된 가운데 올해는 AI, 빅
데이터, 개인 맞춤형 유전자 검사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영
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팬데믹으로
10년 빨리 찾아온 미래를 맞이 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며 팬데믹의 교훈은 그 먹구름의 크기에 맞먹는 밝은 희
망을 품고 있다. 전 세계가 헝거게임 같은 미래로 향할지, 아
니면 더 밝은 쪽으로 향할지는 우리가 코로나 이후 어떤 세
상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2~2023년 바이오메디컬디바이스 디자인의 흐름은,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기반의 의료서비스의 진보와 원격진료
및 원격환자모니터링의 활용하는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 될
것이다. 사용자의 미학적 방향은 단순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향수와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색상의 조화를 이루
면서도 기본을 갖추기를 원한다. 감성에 닿을 수 있는 빠르
고 포괄적인 요구가 짙어질 것이며 진정한 편안함과 가치를
직시하는 트렌드로 지속될 것이다.

메디컬디바이스 디자인트렌드 핵심키워드



참고 및 인용

의료산업트렌드

KIMES2022 – 의학신문 일간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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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Health Tech Trends for 2022
https://www.techmagic.co/blog/top-health-tech-trends/

Medical Device Trends for 2022
https://www.medicalalertadvice.com/articles/medical-device-trends-for-2022/

Six Top Trends in Healthca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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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보고서 2022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 박영숙,제롬 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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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스투데이-http://www.pharm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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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브레싱스 불로(BULO), 세계 최대 전시회 CES 2021 혁신상 수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814522021680

KEIT 지원, 디알텍유방암조기진단시스템AIDIA 개발
https://hellot.net/news/article.html?no=66779

신한메디칼, KIMES 2022서폐관련장비'Vyntus' 시리즈소개해... "트렌드에발맞춰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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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gatenews.com/news/1188754818

케이엘글로벌, KIMES 2022서LED 미용기기'OMEGA LIGHT 2' 알린다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88626&mn_name=news

메디씽큐, 웨어러블현미경메타스코프국내판매개시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2479

미래의료산업의핵심은로봇기술... 'KIMES 2022'에참가한혁신적인로봇의료기기기업은?
http://kr.aving.net/news/view.php?articleId=1689816

더모스트코리아
http://m.most-smp.com/product/about.html?cate_no=42.html

한메드
http://www.hanmed.net/shop/item.php?it_id=1522986372
[2020 의료산업, 우리를 주목하라] 한메드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4973
참가업체 상세-한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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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딕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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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딕콘, KIMES 2022서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티웨이브 전시... "초음파 에너지 통해 마이크로 마사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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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터, 국산제조 현미경에 좋은 반응
https://www.dentalarir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1

일진그룹 알피니언, 초음파 진단기기 X-CUBE 진단 솔루션 강화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291
알피니언, KIMES서 X-CUBE 라인으로 올해 도약 발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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