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메디아나의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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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나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3 메디아나 빌딩 (우) 06561
t. 02-542-3375 f. 02-347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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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a Co, Ltd. since 1993
Mediana is rapidly expanding into new overseas markets and is continuing in its efforts to
become a truly global market leader in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Mediana aims to
reach these heights by generating the highest levels of synergy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its products and overseas markets.

Mediana Seoul Office

Mediana U.S.A (Seattle)

CEO Message
Mediana is continuing in its efforts to become a truly gloval market leader in the medical
equipment industry. Through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Mediana is
working to become a true global market leader in the medical device industry by developing
new products such as Monitor/Defibrillators, AEDs, Body Composition Analyzer, Face Mask
and Patient Monitors that forms a major product line today.
Our mission is to satisfy customers’ needs by developing, manufacturing and selling products
that can contribute to human society based on medical technology that measures vital
signs and revitalizes heart function. Mediana will continue to provide creative technology to
diversify our products, and to provide better medical solutions to create synergies and to
achieve our goals.
Mediana Co, LTD President & CEO
Dr. MJ Khil

MEDIANA | Healthcare Solutions You Ca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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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s & Advantages
Mediana R&D has unique strengths in the field of development contracts and manufacturing
customized medical equipment according to customer needs.
Infrastructure

Human resources with in a medical industry park

Parts Procurement

Easy sourcing of high tech components due to Korea’s IT strength

Business Environment

National & local government support

PICC line

Manufacturing facility – PICC Clean room in factory

FACE MASK line

Efficient manufacturing facility – MASK machines in factory

Mediana H/Q, R&D

Mediana Factory

PICC line

FACE MASK line

Registration & ODM Partners
Registration

ODM Partners

www.media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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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na History
1993.06

메디아나 창업

2005.06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강원도지사)

1996.01

㈜메디아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한국산업진흥협회)

2005.12

대한의용색체공학회 “특별공로수상”

1995.06
1996.03

1996.05
1997.07
1997.10

1998.03

1998.05
1998.07

1998.12
1999.04
1999.07
1999.11

2000.06
2000.07

2000.09
2000.10

2000.11

2000.12
2001.01

2001.04
2001.05
2001.10
2001.11

2001.12
2002.02

2002.03

2002.05

㈜메디아나 법인전환

보건의료기술 연구과제 참여기업선정

경쟁력강화 기반기술사업 수행기업 선정(정보통신부)

2006.03

선도기술 의료공학 기술개발사업(G7)참여기업 선정

2006.07

황달치료기(모델 : Medi-lux97)출시
황달치료기 edcf이태리 처녀수출
벤처기업선정(중소기업청)

의료용구 제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증서(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환자감시장치(모델:YM-2002, N5000) 출시
연구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병무청)

공장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병무청)

(미)휴렛패커드 의료기 생체진단기분야 한국 총판권 획득
유망중소기업 y2k 추진기업확인서

FY99 100% Quota Achievement 수상 (미) 휴렛 패커드
CE Mark 및 ISO 9001, EN46001 등 해외안전규격 획득
중소기업은행 패미리기업 지정
메디아나 벤쳐타워 사옥 입주

벤쳐기업전국대회 대통력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의원장상 수상
FY 00 Best Quota Performance 수상 (미)애질런트테크놀러지
Visual scope(모델:Third eye)출시, 실용신안특허출원
혈중산소포화도 모니터 일본 ODM수출계약(6백만불)

환자감시장치 (모델:YM-2002), 미 TYCO사 OEM수출계약체결(3천만불)
삼성벤쳐, 한솔창투, 녹십자 30억 투자
원주 공장 확장 이전

원격자가진단기 출시(모델 : Dr.Robo), 실용신안특허출원
벤쳐기업 대상수상(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상표창)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Ventilator (모델:Inspiraion) 출시

혈중산소포화도 모니터(모델:N550) 출시
전자산업대상 수출부분 우수상 수상
환자감시장치 (모델:N5500) 출시

Venture Grand Prize (Awar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02년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대상수상(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중소벤쳐기업 성공사례발표(2002년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2002.11

2002.12
2003.09
2003.11

FDA인증획득 (모델:N550)

2004.11

2004.12
2005.05

2006.06
2006.12
2007.10

2007.11

2007.12

2008.02
2008.07
2008.11
2009.02

2009.03

2009.05

2009.09
2009.11

2009.12
2010.01

2010.02

2010.03

2010.04
2010.05

2010.06
2011.02

2011.03
2011.05

2011.06

오백만불 수출의탑 수상

2011.07

제12회 중소기업 대상 수상(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상 표창)

2011.12

2002 보건사업 진흥 유공자 벤쳐부문 대상수상(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제5회 산업협력대상수상(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미)WA사 연구개발 수주 계약 체결

제40회 무역의날 수상(대통령 표창)
일천만불 수출탑 수상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특화기술 개발사업 선정(산업자원부)
(과제명:Patient Monitoring System)
2004.10

2005.07

벤쳐기업 대상수상(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벤쳐기업 대상수상(중소기업청장)

제8회 강원 중소기업대상 우수상 수상(강원도지사)
2004 강원 전략산업 유공자 수상(강원도지사)
에쓰에쓰아이㈜ 인수

Shonin(일본의료기) 등록승인 (모델:YM5500)

2011.10

2012.03

2012.06
2012.08
2012.10

2012.12
2013.01
2013.06
2013.07

FDA 등록승인 (모델:YM1000)

제42회 무역의날 “강원수출유공표창”(강원도지사)
신기술기업 벤쳐기업 지정(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제1회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유공기업 수상(국무총리)
제조 품질관리 적합인증서 획득(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중소기업청장)
생산성향상 및 노사협력증진 표창(산자부장관)

KOTRA B2B e-Trade 사업 우수기업 수상(KOTRA 사장)
환위험관리 우수기업 인증(강원지방중소기업청)

황달치료용 발광다이오드 광조사 장치 및 방법 특허등록(특허청)
산소포화도측정기 세계일류상품 선정(산업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2008년 대한민국 보건산업대상 산업별 대상
의료기기부분(식품의약품안전청장상)

동잡음 검출용 가속도센서를 구비한 펄스옥시미터 센서 특허등록(특허청)
인텔리전트 혈압측정장치 및 그 혈압측정시간 조정방법 특허등록(특허청)
성실납세 기업 표창(원주시장)

대일수출 유망기업 선정(지식경제부장관)
벤쳐기업대상수상(중소기업청장)

제10류 산부인과용 장치등17건, SMARTSONO 상표권등록(특허청)
제10류 뇌파기록기등 32건, LUCON 상표권등록(특허청)
제13회 강원중소기업대상 대상 수상

제39회 한국 정밀산업 기술대회 대통령 표창

제39회 한국 정밀산업 기술대회 전기전자부문 표창(지식경제부장관)
초음파 진단기 디자인등록(특허청)

2010 대한민국 기술혁신경영대상 수상(한국경제신문 사장)
미국 텍사스 소재 ”OMRON Colin Medical” 인수

일본 Fukuda Denshi사와 DSL-8001 환자감시장치 ODM 계약체결
일본 Fukuda Denshi 미국에 YM1000, M30 OEM공급
M20, M30 환자감시장치 미국 FDA 등록

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특허권 등록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특허권 등록

콜롬버스 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2011.03.04~2013.0303, 보건복지부)
지역경제발전 공로 표창(원주시장)

중소기업육성 공로 표창(교육과학기술부장관)
F10 태아 심음 측정기 미국 FDA 등록

미국 Covidien사와 “Libra” 산소포화도측정기 ODM 계약체결

케이티링커스 AED 총판계약 체결(저출력심장충격기 개발 및 공급계약)
YM6000 환자감시장치 미국 FDA 등록

독일 METRAX사와 병원용 심장제세동기 ODM 계약체결
성실납세 표창(관세청장)

미국 Covidien사와 “Pisces” 휴대용 산소포화도측정기 ODM 계약체결
AED(A10)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AT&D(Advanced Technology &
Design)인증(디자인진흥원)
미국 텍사스법인 시애틀로 이전

미국 Direct supply YM1000 환자감시장치 OEM 계약체결
자사브랜드 D500 병원용 심장제세동기 출시

심장 충격기용 심전도 회로 및 분석알고리즘 자가점검 기술
보건신기술인증(2013.01.02~2015.01.01, 보건복지부)

엘리베이터의 자동제세동기 시스템 및 그 특허권우선청구 재 출원
생체신호 부호화 변환장치 특허등록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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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심전도 검출 회로 및 심전도 분석 알고리즘의 점검 장치 및 방법 특허 출원

2013.12

이달의 산업기술상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4.02

2014.03

2014.05
2014.07

2014.09
2014.10
2015.01

2015.02

2015.03
2015.04

제8회 전자 IT의 날 유공자 표창(국무총리)

제50회 무역의 날 무역진흥 공로 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제50회 무역의 날)

미국 Covidien사와 “Big Bird” 산소포화도측정기 ODM 계약체결
제41회 상공의날 상공업 진흥공로 표창(강원도지사)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KB Hidden Star 500 기업 선정(KB국민은행)

근전도 신호를 이용한 정보 입력 장치 및 그 방법 특허권 등록
코스닥 상장

2014 명품 의료기기 공모전 우수상(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대한의공협회)
의료기기 특성화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공로 감사패
응급의료 취약지역 AED 설치 감사패(춘천소방서)
환자감시장치 PM100N제품 FDA 승인

2015.12
2016.03

2016.04

오차 보정부를 구비한 전자 혈압 측정시스템 특허권 양수 취득
태양광을 이용한 실외용 자동제세동기 보관함 특허권 취득
자동제세동기(A10) 중국식약청(CFDA) 승인(판매허가)

산업단지공단 KICOX 글로벌선도기업 리더스클럽 협회 가입
제13회 머니투데이 IR대상 스몰캡 부분 최우수상 수상

2016.09
2016.10

2016.11
2016.12
2017.02

2018.03

2018.08

2018.12
2019.05
2019.08

2019.09
2019.11

2020.02
2020.03

심전도 잡음 제거 수단을 구비한 뇌전도 검사 장치 및 방법 특허권 양수

2020.04

원격 건강관리를 위한 변좌 일체형 생체신호 획득 장치 특허권 양수

2020.0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등급”A”)
만기연장(’15.10.11~’18.10.10)

2020.09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및 방법 특허권 양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유공자 표창(산업부장관)
글로벌 조달선도기업(P300프로젝트) 선정

삼천만불 수출의탑 수상(제52회 무역의 날)

심장제세동기 D500제품 중국식약청(CFDA) 승인
제2공장 미래관 중공식, 2016.03.08

제43회 상공의날 유공자 표창(대통령)

(日)A&D 체성분 분석기 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

캐나다 호크트리솔류션스 자동심장충격기(A10) 공급계약 체결
메디게이트㈜ 지분 100% 인수
V10 FDA 승인

경제전문지 포브스아시아 2016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 선정
자동제세동기 A15 브라질 판매허가(ANVISA승인)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동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장용 봉지 디자인 등록(제30-0881826호)

보건의료기술진흥 우수개발부문 유공자 표창(국무총리)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한국정보화진흥원)

메드트로닉재팬 환자감시장치 M32모델 개발 및 공급계약 체결

(日)FUKUDA DENSHI 심장충격기 D400 모델 독점판매계약 체결
환자감지장치 M30 모델 브라질 판매승인(ANVISA)

병원용 심장충격기 D500모델 브라질 판매승인(ANVISA)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지정(’17.09.19~’22.09.18)
자동심장충격기 A15 모델 러시아 보건사회감독국
판매승인(Roszdravnadzor)
메디아나 일본 상표권 등록(제1340441호)

생체조직 검체장치(Biopsy Device) 기술이전 양수 계약 체결(강릉서울아산병원)

환자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정보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 방법
특허권 등록(제10.1700069호)
(중국)엘리베이터의 자동제세동기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특허권
등록(제2820568호)
MEDIANA 상표권 미국 등록

체성분분석기(i30) 제조허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말레이시아 사무소 허가(MIDA)

벤처기업 확인(중소기업진흥공단)
메디게이트㈜ 흡수합병 결정

Vital Sign Monitor V20 신제품 출시
메디게이트㈜ 흡수합병

자동심장충격기 A15-G4모델 700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계약
체결
저출력심장충격기 A16 제조허가(식약처)
체성분분석기(i20) 제조허가(식약처)

환자감시장치, 초음파장비 결합 융복합의료기기 “M50s” 신제품 출시

심장 제세동용 고전압 충전 시간 절감을 위한 제어 방법 및 이를 적용한
장치 특허취득
저출력 심장충격기 D700 모델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환자감시장치 초음파장비 융합 ”M50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 제조허가 취득
KF94 마스트 생산 설비 투자 결정

인체 삽입형 심부전 측정기기 임상시작(동물실험), 동산의료원 공동개발
인하대학교병원 무선원격 생체신호 전송시스템(Infoware X)납품계약
체결
“환자모니터링 관리 플랫폼 개발” 원메딕스인더스트리 MOU 체결
KF94 황사방역 마스크 식약처 제조판매 허가 승인

시장친화형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인공지능 기반 중증악화
예측 가능한 고성능 환자감시장치 시스템 개발” 국책과제
선정(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 범부처 국책과제 주관기업
선정(참여기관:서울대학교병원, 로봇기술)

스타기업부문 우수 지식재산경영인상 수상(한국발명진흥회)

우주베키스탐 보건부 산하기구 UZMEDEXPORT RFEE 병원용
심장제세동기(D500) 수출계약
2016.08

2018.02

2019.01

미세 전류장치 특허권 양수

2015.11

2017.10

환자감시장치와 연동된 스마트폰 기반 환자 진료 시스템 특허권 양수
취득

제2공장 신축 기공식

중국 의료기기 회사 ‘유유에(YuYue)’(JIANGSSU YUYUE MEDICAL
EQUIPMENT&SUPPLY CO.,LTD.)와 심장제세동기(A10) 독점공급계약
체결

2015.10

2017.09

2018.11

광혈류 측정신호를 이용한 혈압측정시스템을 내장한 휴대용 무선단말기
특허권 양수 취득

2015.09

2017.08

ADT캡스와 자동제세동기 A15 공급계약 체결

광혈류 측정신호를 이용한 이동형 혈압감시장치 특허권 양수 취득

2015.07

2017.06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한국산업단지공단)

비접촉 방식의 착용형 무선 생체신호 측정 시스템 특허권 양수 취득

2015.05

2017.04

2020.10
2020.12

“신개념 메디봇 시스템 개발” 범부처 국책과제 참여기업
선정(주관기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환자감시장치 “M2000” 모델 일본 후생노동성(MHLW)인증승인

환자감시장치 “V20” 모델(V20, V20a, AVSM2 SNF) 미국 FDA 승인
KF94 마스크 CE인증 취득

혁신형의료기기기업 인증(혁신도약형기업,
유효기간:2020.12.01~2023.11.30, 보건복지부)

제57회 무역의날 무역진흥유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2020년 벤처창업진흥유공 산업포장 수상

| All Products of Mediana

NEW

환자감시장치

Modular Multi-Parameter Patient Monitor

M50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4IBP, EtCO2,
Multi-Gas, BIS

FEATURES
• 15인치 LCD Touch Screen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SpO2 NellcorTM OxiMaxTM / NIBP AND / EtCO2 Oridion MicrostreamTM
/ Multi-gas Masimo / BISTM Covidien
• 신생아 모니터링을 위한 OxyCRG(Btb HR, SpO2, RR)
• 환자의 호흡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IPI기능(EtCO2, RR, SpO2, PR)
• Covidien BISTM module을 사용하며 Frontal 2CH EEG를 통하여 최적의
진정상태를 모니터링
• Roll Stand / Wallmount
• 내장형 Li-ion 배터리, 감열식 프린터
• 데이터 저장 : 환자 데이터 14,400개
• HDMI로 Dual slave monitor 가능
• 유, 무선(LAN / Wi-fi) 통신으로 CMS 연결 가능

▲ Wall mount

▲ Standard module

▲ Dual IBP module(2CH or 4CH)

▲ EtCO2 module

▲M
 ulti-gas module

(Oridion Microstream™)

▲ Roll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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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module(from Covidien)

(Main/Side stream)

초음파 환자감시장치

NEW

Ultrasound & Patient Monitor

M50s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FEATURES
• 15인치 LCD Touch Screen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신생아 모니터링을 위한 OxyCRG(Btb HR, SpO2, RR)
• 환자감시와 초음파 영상 동시 듀얼 모드 가능
• Catheter 혈관 삽관 시술 시 최상의 혈관을 찾기 위한 초음파 2D array 화면
제공
• DeltaLong SwitchBox를 이용한 Seldinger시술과 Injection시술이 선택
가능한 안전한 모니터링 가능
• PICC & CVC 등 Catheter 혈관 삽입술 진행 시 ECG 파형의 P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삽입 깊이 분석 가능

DELTALONG SWITCHBOX
PAJUNK의 DeltaLong Swithch Box를 사용하면 표면 ECG와 심방 내
ECG를 쉽고 빠르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DELTALONG SWITCHBOX 2가지 기술

Method 1
The Injection technique
6

4 Weißauer, Der Cava-Katheter aus medico-legaler Sicht, 1998; 33(2): 117–8

Method 2
The Seldinge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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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감시장치

NEW

Compact and Functional Continuous
Patient Monitor

M40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IBP, EtCO2

FEATURES
• 10.4인치 LCD Touch Screen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SpO2 NellcorTM OximaxTM / NIBP AND
• EWS(Early Warning Score)기능 기본 장착
• Freeze 기능 : 최근 2분간의 데이터를 확인
• 신생아 모니터링을 위한 OxyCRG(Btb HR, SpO2, RR)
• Roll Stand / Wallmount / Table mount
• 내장형 Li-ion 배터리, 감열식 프린터
• 내부 데이터 저장 : 환자 데이터 14,400개
• 8가지 스크린 모드
• HDMI로 Dual slave monitor 가능
• 유, 무선(LAN/Wi-fi) 통신으로 CMS 연결 가능

기본화면

큰 숫자

표 형식

그래프 형식

OxyCRG

이벤트 리뷰

12리드 기록

메시지 리스트

▲ EWS(Early Warning Score)

▲ Screen mode : 8가지 UI

▲ Freeze 기능

▲ Wallmount

8

▲ Rollstand

▲ Table mount

환자감시장치

NEW

Compact and Functional Continuous
Patient Monitor

M32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IBP, EtCO2

FEATURES
• 8인치 LCD Touch Screen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SpO2 NellcorTM OxiMaxTM / NIBP AND
• 신생아 모니터링을 위한 OxyCRG(Btb HR, SpO2, RR)
• 환자의 호흡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IPI기능(EtCO2, RR, SpO2, PR)
• Roll Stand / Wallmount / Polemount
• 내장형 Li-ion 배터리, 감열식 프린터
• 내부 데이터 저장 : 환자 데이터 10,000개
• 9가지 스크린 모드
• HDMI로 Dual slave monitor 가능
• 유, 무선(LAN / Wi-fi) 통신으로 CMS 연결 가능

Standard

Big number

Tabular trend

Graphical trend

Alarm event

12 lead ECG

12 lead record

Short trend display

OxyCRG

▲ Wall mount

▲ Screen mode : 9가지 UI

▲ Roll stand

▲ Transport Bag

▲ Built-in thermal recorder
Healthcare Solutions You Can Trust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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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환자감시장치

Vital Sings Monitor

V20
PARAMETERS
• SpO2, PR, NIBP, TEMP

FEATURES
• 8인치 LCD Touch Screen
• EWS(Early Warning Score) 기능 기본 장착
• NIBP Technology from AND or MEDIANA
• SpO2 Technology from NellcorTM OximaxTM or MEDIANA
• Li-ion Battery 최대 5시간 배터리 사용
• 내부 데이터 저장 : 3,000개
• HL7, ASII Data Output for HIS / EMR
• InfowareX Module 무선 연결 (Wifi, 5G, IoT)
• Central Monitoring System 연결

T(Temperature)

EWS 제목
BP(Blood
Pressure)

PR(Pulse Rate)

SpO2

RR(Respiration Rate)

산소공급
의식수준
측정 파라미터 점수

▲ Wall mount

▲ Roll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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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S (Early Warning Score)

▲ Patient data

▲ Trends

▲ Poll mount

▲ Built-in thermal recorder

환자감시장치

Vital Sings Monitor

V10
PARAMETERS
• SpO2, PR, NIBP, TEMP

FEATURES
• 고선명 LED Screen
• NIBP Technology from AND or MEDIANA
• SpO2 Technology from NellcorTM OximaxTM or MEDIANA
• Li-ion Battery 최대 5시간 배터리 사용
• 내부 데이터 저장 : 2,000개
• HL7, ASII Data Output for HIS / EMR
• Bluetooth 3.0 / LAN
• Central Monitoring Systems 연결

USB Barcode reader

Mini USB for data
transfer to PC

▲ Wall mount

WiFi

Ethernet

Ethernet (Lan, Wifi)
HL7, ASCII to HIS /
EMR & Nurse call

▲ Networking

▲ Roll stand

▲ Easy detachable battery

▲ Buil-in thermal recorder

Healthcare Solutions You Can Trust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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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제세동기

Defibrillator

D700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IBP, EtCO2

FEATURES
• 8.4인치 Display
• 4가지 모드 : Manual Defibrillator / AED / External Pacing / Monitor
• SpO2 Nellcor ™ OxiMax ™ / NIBP AND / Capnography RESPRONICS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배터리 5시간 이상(Dual Battery 사용시 최대 10시간)
• 내부 데이터 저장 : 250건 (SD카드로 확장 가능)
• 유, 무선(LAN / Wi-fi / 3G module) 통신으로 CMS 연결 가능
• 스마트 배터리 기능으로 전원을 켜지 않아도 잔량 확인 가능
• 심전도 분석과 고전압 충전을 동시 진행으로 제세동 시간 단축
• CPR 피드백 기능(옵션)

제세동기

Defibrillator

D500
PARAMETERS
• 3, 5, 12 lead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IBP, EtCO2

FEATURES
• 8.4인치 Display
• 4가지 모드 : Manual Defibrillator / AED / External Pacing / Monitor
• SpO2 NellcorTM OxiMaxTM / NIBP Omron / Capnography RESPRONICS
• Glasgow Interpretative 12 lead monitoring
• 배터리 5시간 이상(Dual Battery 사용시 최대 10시간)
• 내부 데이터 저장 : 250건(SD카드로 확장 가능)
• 유, 무선(LAN / Wi-fi / 3G module) 통신으로 CMS 연결 가능

12

산소포화도장치

MEDTRONIC Bedside SpO2 Patient Monitoring System

NBSPMS
FEATURES
• 신생아에서 성인까지 모니터링
•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 1.6kg
• 시청의 용이성을 위해 여러가지 색상의 LCD 화면
• 혁신적인 SatSeconds™ 알람 관리 기술
•4.3인치 디스플레이와 여러 기능의 간단한 탐색과 제어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조그 다이얼
• 진보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 OxiMax™ 맥박 산소 측정기 시스템은 환자의 움직임, 낮은
관류나 약한 신호상태 또는 환경적 영향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장
• 4초 간격으로 총 96시간의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데이터 측정
• 환자 트렌트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기 위한 USB 저장 가능

산소포화도장치

MEDTRONIC Portable SpO2 Patient Monitoring System

PM10N
FEATURES
• 연속적이고 spot·check 맥박 산소 모니터링을 위한 소형, 경량, 인체공학적 휴대용
모니터(274g, 3.5인치)
• 혁신적인 SatSeconds™ 알람 관리 기술
• 표준 모드 및 홈케어 모드를 지원
• 수면 모드 지원: 임상의가 환자의 수면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LCD화면을 어둡게하거나
알람을 울리지 않게 할 수 있음
• Nellcor™의 진보된 신호 처리 기술이 어려운 모니터링 조건에서 안정적인 동작을 제공
• 80시간의 데이터 저장 능력
• 환자 트렌트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기 위한 USB 저장 가능

NEW

산소포화도장치

Pulse Oximeter for Wireless EMR

PM100N
FEATURES
• Wireless 모듈 탑재로 언제나 편리한 이동성
• 병원 보안 레벨에 준하는 최고의 솔루션 탑재
• 중앙감시장치 연동이 가능한 환자감시모니터링
• 4.3인치 디스플레이와 여러 기능의 간단한 탐색과 제어를 위한 사용하기 쉬운 조그 다이얼
• 진보된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 : OxiMax™ 맥박 산소 측정기 시스템은 환자의 움직임, 낮은
관류나 약한 신호상태 또는 환경적 영향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장
• 4초 간격으로 총 96시간의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데이터 측정
• 환자 트렌트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석하기 위한 USB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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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

NEW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16
FEATURES
• 완전 자동 또는 반자동 방식으로 동작 가능(옵션)
• C
 PR feedback sensor 장착 시 흉부 압박에 대한 feedback 제공으로 정확한
CPR을 시행하여 생존율을 더욱 높임(옵션)
• 심
 전도 분석 및 고전압 충전 동시 진행(PCT출원)과 Pre-Connected
Pads형태로 제세동까지의 시간 단축
• P
 ads Quality Check 기능으로 패드 연결 이상, 패드 유효기간 만료, 이미
사용한 패드, 패드 손상, 젤이 말라 교체가 권장되는 경우 등의 패드 상태를
외부에서 LCD창으로 확인 가능
• 아
 이콘(ICON) LED 점등과 사운드(SOUND)가 동시에 작동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제세동을 할 수 있음
• L
 CD Indicator로 전원이 켜져 있지 않아도 배터리 및 장비이상 유무 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가 용이
• 자
 가 테스트 : 정기 점검(일간/주간/월간), POST(전원 ON 시), BIST(배터리
삽입 시)에 본체, 배터리, 온도, 패드 상태 점검 후 O, X로 표시
• IR Port로 PC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SD Card로 이전 데이터 확인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

PADS QUALITY CHECK 기능

• 2015 A.H.A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제품
• 전기충격 : 성인 : 170~195J(±5%), 소아 : 44~51J(±5%)
• 외형(mm) : 200(W) × 286.5(H) × 90(D)
• 무게 : 약 1.95kg (배터리 포함)
• IP Level(액체와 먼지 침입에 대한 보호) : IP55

제세동 시간 단축
변경 전
Power On
Self Test
(6초)

Power On
Self Test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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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ing
(10초)

Shock
Sequence
(5.5초)

Analyzing&
Charging
(10초)

Shock
Sequence
(5.5초)

CPR
(2분5초)

변경 후

AED 보관함

▲ 벽부형

Analyzing
(10초)

▲ 스탠드형

CPR
(2분5초)

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15
FEATURES
• 콤팩트한 크기, 가벼운 무게, 튼튼한 외형
• 심전도 분석 및 고전압 충전 동시 진행(PCT출원)과 Pre-Connected Pads
형태로 제세동까지의 시간을 단축
• 전원버튼 없이 덮개 오픈과 동시에 장비 작동
• 패드 구분 없이 스위치 변경으로 성인용 & 소아용 모드 선택
• 손잡이 기능을 겸비한 배터리
• 배터리 장착 시 자동 점검 기능
• 2015 A.H.A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 제품

▲ 배터리

▲ 성인/소아용 패드

비충전 리튬 이산화 망간

하나의 패드로 사용 가능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AED Trainer

T10
FEATURES
• 10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 작고, 가벼워 이동과 사용이 편리함
• 적외선 리모콘으로 원격제어
• 실제 AED 와 동일한 사용방식
• 전기 충격 시 패드에 LED 불이 들어오며 100회 이상 사용 가능
• 2200mAh 충전식 배터리
• 한글 음성 안내 지원

▲ 교육용 패드

▲ 적외선 리모컨

▲ AC/DC 충전용 아답터

▲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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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아나 무선네트워크

Wireless Network Module

InfowareX
FEATURES
• 다양한 무선 보안 환경에 적용 가능
• 무선 신호 감도를 활용한 안정적 통신 유지
• 이동 통신을 이용한 병원 외 사용 가능
• USB Interface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 제공
• USB Type-C를 활용한 전원 공급 및 데이터 입력
• LED Indicator를 이용한 무선 상태 표시
• 내부/외부 안테나 선택적 적용 가능
• 다양한 입/출력 데이터 프로토콜 제공
• 데이터 암호화 제공

SPECIFICATION
Model

Certifications

Radio

infoX-W

KC, FCC, CE(RED)

WIFI (2.4G, 5.0G)

InfoX-E

CE(R&TTE)

4G(LTE), 3G, 2G

InfoX-N

FCC(AT&T, T-Mobile)

4G(LTE), 3G

InfoX-K

KC

4G(LTE, loT)

Data Rates

Frequency

WIFI : up to 433Mbps,
LTE : up to 50Mbps
WIFI : 2.4GHz, 5.0GHz
LTE : B1,B2,B3,B4,B5,B7,B8,B20

WIFI standards

IEEE 802.11 a/b/g/n/ac

WIFI channel

2.4GHz : 1-13, 5.0GHz : 36-165
WPA (TKIP, AES), WPA2 (CCMP, AES)

WIFI Security

(PSK, EAP-PEAP, EAP-FAST, EAP-TLS, EAP-TTLS)
128-bit AES hardware support

Antenna

Output power

Operation
Temperature

16

External / Internal Antenna
WIFI : 18 dBm
LTE : 23 dBm
-40℃ to +85℃

메디아나 중앙집중감시장치

Central Monitoring System

InfowareG

FEATURES
• 32 Patient Works

SPECIFICATION
Patient monitor

	InfoWareG는 최대 32대의 환자감시장치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생체정보를 제공

Waveform

• 6개의 Waveform과 9개의 Numeric Data를 제공
	설정에 따라 각 Bed 마다 최소 1개의 Waveform과
3개의 Numeric Data, 최대 6개의 Waveform과 9개의
Numeric Data를 제공
• 8가지의 화면 레이아웃을 제공
	설정에 따라 1Bed, 4Bed, 6Bed, 8Bed, 10Bed,
12Bed, 14Bed, 16Bed의 화면구성을 제공
• 특정 환자감시장치 확대 기능을 제공
• 유, 무선 연결 가능
• KFDA 인증

Parameter
Display mode
Alarm system

Up to 32 patient monitor
ECG (Lead I, II, III, aVR, aVL, aVF, V, PLETH,
RESP, IBP(2 channel), EtCO2)
ECG (HR, st level, PVC), SpO2(PR, %SpO2),
NIBP, EtCO2, TEMP, IBP
8 kinds of display mode, expanded mode
IEC60601-1-8 (Visual, Sound), Independent
Limit Alarm

Trend storage

75 hours (default)

Sub Viewer

Up to 2 sub viewer

Protocol for EMR

HL7 (v2.3)

Control

NIBP measurement on each monitor can be
controlled by Infowa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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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체성분분석기

i30

Body Composition Analyzer

i20 & i30
FEATURES

• 다중 주파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체성분 분석 결과를 제공
• 8점 접촉식 전극법을 통해 정확한 부위별 지방과 근육량을 측정
• 높은 정확도의 최신 체성분 분석 알고리즘
• 블라인드 모드 : 측정 시 몸무게 및 지방 정보 화면 숨김/표시 기능
• 편안한 측정 자세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 터치스크린을 통한 간편한 조작
• 사용자 이해가 쉬운 간결한 인터페이스
• 편리한 사용자 정보관리 : 전용 PC 소프트웨어 사용
• 접이식 구조의 컴팩트한 디자인

i30
• 사용 주파수 : 5, 50, 100kHz
• 디스플레이 : 7인치
• 연령대별 분석 : 성인과 소아용 분석 결과지를 제공

NEW
i20

성인용 결과지

i20
• 사용 주파수 : 10, 100kHz
• 디스플레이 : 4.3인치

18

소아용 결과지

NEW

마스크

Mask

황사 방역 마스크
KF94
FEATURES
• 황사,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방역 역할
• 코 클립이 마스크와 콧등을 밀착시켜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시에도 김서림
없이 편안하게 사용
• 입체구조로 설계되어 입술이 닿지 않아 위생적이고 편안한 호흡이 가능하여
장시간 사용에도 용이함

213±10mm

• 겉감, 지자체, MB필터, 안감 4중 구조로 미세입자, 비말 등이 차단되어 안정
• 신축성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하여도 편안함
귀끈
155±10mm
150±10mm

• 100% 국내 제작
• PL보험(생산물배상책임 보험) 가입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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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정맥진단기

AccuVein Vein Illumination Device

AV500
FEATURES
•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편하고 카트에 결합하여 hands-free가 가능
• 사용법이 간단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신생아,
어두운 피부, 비만 환자 등)
• 정맥의 valves와bifurcations를 쉽게 찾아 정맥 채혈 성공률을
높임(butterfly needles와 IV kits재사용 비용 감소)
• CRBSI(Catheter Related Bloodstream Infection)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감소
• 내장형 배터리로 재충전 가능(배터리를 제거 할 필요없이
사용하는 동안 충전 가능)
• 이동이 편리함(환자나 임상의가 움직이더라도 실시간으로 정맥은 보여줌)

NEW

인공호흡기

eVent Medical Ventilator

Inspiration 7i
• 고성능 PSOL 밸브로 성인부터 신생아 환자까지 인공호흡 제공
(2ml~2,000ml Tidal Volume)
•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운 포괄적인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FEATURES
• 디스플레이 12.1인치 또는 17인치(옵션) 선택 가능
• 고성능 PSOL 및 active exhalation
• 종합적인 그래픽과 트렌딩
• 터치스크린
• IV, NIV 모드
• CMV, SIMV, SPONT(CPAP+ PS,CPAP+ VS,SPAP)
• Feedback-controlled NCPAP/ NCPAP+
• 인터넷 원격 감시(CliniNet Virtual Report Viewing System)
• 2~2,000ml에 이르는 호흡량으로 성인부터 신생아 환자까지 ventilation을 허용
• 뛰어난 Heliox 조절방식
• Auto Control
• Apnea Backup
• 침습적, 비침습적 이중 방식
• 병원 내 환자 이송의 편리함
• 호기말 이산화탄소분압측정 사용
20

부목

Ambu Perfit ACE (Code : A002810001)
Ambu Mini Perfit ACE (Code : A000281107)

Ambu Neck
Collar
FEATURES
• 환자의 목의 높이에 따라 미세한 사이즈 조절 가능
(ACE 16단계, Mini ACE 12단계)
• X선 투과성이며, CT & MRI 호환 제품
• 펴진 상태로 제품 공급이 되므로 재고 보관에 용이
• 일회용 의료기기
• 기도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플립 기능

부목

Blue Rubber Strap (Code : A320264040)
White Soft Velcro Strap (Code : A320264041)

Ambu ET tube
holder
FEATURES
• 기관 삽입 후 ET Tube를 안전하게 고정하도록 디자인
• 안쪽에 착용감이 좋은 패드 사용
• 테이프로 고정할 필요가 없음
• 바이트 블록 포함
• 라쳇 고정 방식으로 빠르게 사용
• 일회용 의료기기
• CT Scan & MR Safe
• Latex, PVC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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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킨

Ambu BLS Manikin (Code : A900000100)

Ambu AirSim
Bronchi
FEATURES
• 비디오연성기관지경을 기관지경검사 훈련이 가능
• DLT 튜브 및 BB을 통한 일측폐환기 훈련이 가능

• 후두마스크 및 기도관 삽관 등의 다양한 기도삽관 훈련이 가능
• 삽관훈련시 백 밸브 마스크(BVM)을 통해 기도확보 확인이 가능
• 후두경검사 훈련이 가능
• 구강, 비강, 치아, 혀 인두 후두개, 성대, 기관, 식도와 폐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머리, 경추 및 턱을 실물과 같이 동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도삽관을 해부학적 변화에 맞추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 4세대 기관지까지 실제와 유사한 해부학적 모양

마네킨

Ambu BLS Manikin(Code : 186002000)

Ambu Airway
Management Trainer
FEATURES
• 다양한 기도삽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설계
• 구강, 비강, 치아, 혀 인두 후두개, 성대, 기관, 식도와 폐의 정확한 시뮬레이션으로
머리, 경추 및 턱을 실물과 같이 동작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도삽관을
해부학적 변화에 맞추어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 실제와 유사한 해부학적 디자인과 손쉬운 청소 및 유지보수
• 기도삽관 훈련 마네킨 중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제작
• 머리의 왼쪽은 개방되어 있어 교육생의 실습을 감독할 수 있고, 인두와 기도가
투명하여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튜브를 볼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기도 유지 자세가 가능
• 식도 삽입 경고음, 즉 기관에서 삽관 시 식도에 잘못 삽입되어 인공호흡을 하면
경고음이 울림
• 치아파열음 구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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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킨

Ambu BLS Manikin(Code : A268007000)

Ambu Man School
FEATURES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Ambu 위생 시스템
• 작고 휴대 가능한 교육 마네킨
• 가슴 압박의 쉬운 훈련
• 닫힌 몸통
• AED 패드의 간편한 배치
• 쉬운 수업 훈련을 위한 10개의 마네킨

마네킨

Ambu BLS Manikin(Code : A268003000)

Ambu SAM
FEATURES
• AED 교육 : 실제 인간과 같이 AED 패즈의 위치를 훈련할 수 있는 닫힌 몸통
모양을 가짐
• 소형 인체 모형 : 쉽게 휴대하고 보관할수 있는 가벼운 마네킹
• 실용적인 특성 : Ambu의 보고, 듣고, 느끼는 개념은 교육생에게 환기에 대한
사실적인 느낌을 줌. 압력 인디케이터로 정확한 압력의 깊이를 확인

마네킨

Ambu BLS Manikin(Code : A234404000)

Ambu Man
Instrument
FEATURES
• 최적의 BLS 알고리즘 마네킹
• 견고한 디자인
• 현실적인 가슴 압박 훈련
• 조절 가능한 가슴 압박 경직도(3단계)

• 구강대 구강,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을 위한 Ambu 위생 시스템
• 정확한 과신전인 경우 기도 열림
• 수동 피드백 표시 (환기 볼륨, 압박 깊이, 손 위치, 위 팽창)
• 흉부 압박 중에 경동맥 맥박을 느낄 수 있고 수동 펄스 소리로
시뮬레이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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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킨

Ambu ALS Manikin(Code : A284424000)

Ambu Man Airway
FEATURES
•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음
• 기도 관리 교육 : 후두 마스크, 후두 또는 trachel 관, combitube, ET 관
• 백 마스크 호흡에 사용 가능
• 조절 가능한 가슴 압박 경직도(3단계)
• 올바른 과신전만인 경우에만 기도 열림
• 연습용 매트와 배낭 기능이 포함된 운반용 가방 제공

AMBUMAN AIRWAY WIRELESS(CODE : A284427000)
• 최신 Ambu 무선 기술
• 제어, 문서화 및 모니터링을 위한 브라우저 기반 Ambu Manikin 관리 모듈

마네킨

Ambu ALS Manikin(Code : A265407000)

Ambu Man Defib
FEATURES
• 최신 Ambu 무선 기술
•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음
•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시나리오
• 제어, 문서화 및 모니터링을 위한 브라우저 기반의 Ambu Manikin 관리 모듈
• 제세동 360J까지 가능하고 가상ECG는 26개의 리듬과 2개의 artefact를 표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제세동을 감지할 수 있음
• 전자식 경동맥 맥박측정 가능
• 구강대 구강,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을 위한 Ambu 위생 시스템
• 정확한 과신전인 경우 기도 열림
• 연습용 매트와 배낭 기능 포함된 운반용 가방 제공
• 자동 제세동기와 매뉴얼 제세동기를 훈련 할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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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킨

Ambu ALS Manikin(Code : A284417000)

Ambu Man
Advanced
FEATURES
• 최신 Ambu 무선 기술
• 견고하고 내구성이 좋음
•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시나리오

• 제어, 문서화 및 모니터링을 위한 브라우저 기반의 Ambu Manikin 관리 모듈
• 독립적인 접근과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여 높은 유연성 제공
• 그룹 교육에서 개별 검토 가능(최대 4 명)
• 12 리드 ECG를 실제 환자감시장치에 표시
• ECG 리듬의 맞춤 프로그래밍 가능
• 호흡 소리 구현 가능
• 기도 관리 교육
• i.v.와 i.o. 접근 기술을 교육

NEW

심폐소생술 교육 및 평가용 센서키트

I.M.LAB CPR Feedback Training Device

Add on kit
FEATURES

• 다수의 애드 온 키트를 강사앱과 연동하여 실시간 피드백 기능을
제공함(마네킨 종류 상관없음, 6대 연동가능)
• 애드 온 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 최대 45대까지 연동가능
• 학생앱과 강사앱 모두 안드로이드, IOS 환경에서 다운 및 구동이 가능함
• 미러링, HDMI, MHL 등 유-무선 연결을 통하여 TV, 프로젝터, 모니터 등의
장비와 연결하여 화면 공유 가능함
• 가슴압박 후 1cm 이하로 충분히 이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 교육 시 측정된 데이터는 그래프 및 평가표의 형태로 자동 기록 및 저장이 되며
수정 가능한 인증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함
• 각 모듈이 독립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여 고장 및 수리 시 비용이 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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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및 평가용 센서키트

I.M.LAB CPR Feedback Training Device

HeartiSense
FEATURES
• 모든 종류의 마네킨과 호환 가능

• AHA, KACPR, ERC, ANZCOR 등의 가이드라인을 선택하여 그에 따라 교육을
진행했을 때 정상 압박 깊이, 정상 압박 속도, 인공호흡량, 인공호흡 속도에
대한 정량적 수치와 피드백 제공
• 몰입감 있는 시나리오를 제공, 실제 상황과 같이 심폐소생술 전과정에 대한
학습이 가능
• Kit는 교육생의 심폐소생술 행위를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HeartiSense App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전송
• App은 Student(교육생용), Instructor(교육자용)으로 나뉨
• 학생정보, 교육 결과 등의 교육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여 관리가 가능
• 교육을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기관 자체 발급 인증서 생성 가능
• 대한심폐소생협회 공인 술기평가의 전산화 및 공인평가지 디지털화 제공

심폐소생술 교육 및 평가용 시뮬레이터

I.M.LAB CPR Training Simulator

HeartiSense
Exciting
FEATURES

• 보유하고있는 무반응형 훈련용 마네킹에 센서키트를 부착한 후, 매핑
프로젝션을 투사시켜 시뮬레이션 제공
• 마네킹 위에 투영되는 가상환경(AR) 시나리오 제공으로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주어 실제와 같이 응급상황 훈련
• 여러가지 응급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다양한 실제 상황을 연출함
• PC 기반의 소프트웨어로 학생정보, 교육 결과 등의 교육 데이터를
저장/관리 가능
• 압박 깊이, 압박 속도, 인공호흡량, Hands-off time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과
정량적 수치와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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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RI용 환자감시장치

MRI Patient Monitoring System

Tesla M3
PARAMETERS

• ECG, HR, SpO2, PR, NIBP, RESP, TEMP, IBP, EtCO2, Multigas,
Cardiac Gating

FEATURES
• 최신 MRI 환자 모니터의 요구사항 충족
• 15 인치 터치 스크린
• 메인 화면에 최대 6개 파형과 4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표시
• 무선 Technology(ECG 와 SpO2)
• 최대 2개 IBP 채널
• 최대 2개 Temperture 채널
• 원격 모니터
• 통합 전원 공급 장치 및 최대 5.5시간 구동 가능 베터리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자기장 표시기

NEW

MRI용 환자감시장치

MRI Patient Monitor

Tesla Duo
PARAMETERS
• SpO2, PR, NIBP

FEATURES
• 산소포화도장치와 혈압측정 모니터의 조합
• 7 인치 터치 스크린
• USB 인터페이스
• 제어실에서 작동하기 위한 적외선 리모컨
• 광학 및 가청 경보
• 자기장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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