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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1천여 회원과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과거 무에서 유를 창출한 의료기기 종사자의 경험과 결과를 토대 삼아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첨단의 최신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융복합된 ICT, 인공지능, 의료로봇, IVD, 3D기반 
의료기기 등이 4차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COVID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세계는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의료제품은 전략물자로 취급되었으며, 비대면 경제활동에 적응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인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IVD업계를 시작으로 신속진단키트를 개발, 코로나19에 대처하였으며, 세계 
속에 K-의료기기, K-방역을 알리며 미래신성장동력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의 위상을 증명하고 그 역량을 
자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여러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새로운 의료기기산업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의료기기가 제약, 
바이오와 함께 3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인 양질의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혁신과 첨단이라는 기술적 진보가 더해진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이 세계 의료기기시장에 각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회 회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글로벌 변화 흐름에 동참, 발전하는 기회와 협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협회 사무국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활발한 네트워킹과 정책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은 더디고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적시적소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협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과 첨단으로 의료기기산업을 
3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으로 이끌겠습니다”

협회장
인사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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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신뢰받는 의료기기 대표단체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의료기기산업의

진흥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전

비전

1.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 인프라 구축
2. 의료기기산업 법령·제도 및 정책 마련·개선
3. 의료기기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고부가 의료기기산업 창출 및 수출 활성화 지원
5. 의료기기시장 공정 공급질서 확립
6. 글로벌 교류협력 및 규제조화

전략

미션

비전과 미션 연혁

의료기기협회보 200호 발행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 신고(식약처)
연세대학교 의료원 MOU체결
교육홍보위원회(통합), 혁신산업위원회 · 더마융복합위원회 · 유통구조위원회 신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제9대 협회장 선출 및 이사회 출범

08.01
06.24
04.19
03.10
02.26

20212021

미용의료기기특별위원회 발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설립 20주년
의료기기 규제과학전문가(RA) 자격증 교육기관 지정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운영사무국 개설
서울의료봉사재단 국내외 의료봉사 MOU체결
아시아태평양의료기술산업협회(APACMED) 가입
제1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제정
해외 의료기기 전시회 수행기관 선정(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20
07.08
06.17
04.24
09.05
12.28
07.12
02.05

2019

2018
2017
2016
2015

2019
~2015

의료기기뉴스라인 창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승인(공정거래위원회)
국제의료기기기술연합회(GMTA) 가입
의료기기교육원 설립
미국의료기기산업협회(Advamed) MOU체결
의료기기 KGMP 종합교육기관 지정(식약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제출기관 지정(식약처)
의료기기협회보 창간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공동주최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명칭변경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협회 설립허가(식약처)

07.10
10.28
10.11
06.15
10.14
06.23
02.24
01.01
03.14
11.29
07.08

2014
2011

2010
2009
2008
2005

2002
2001
1999

2014
~1999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MOU체결
중소기업연구원 등 4개 단체 MOU체결
세계일류상품제도 의료기기분야 간사기관 선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옥 이전(삼성동)
세계진단영상·건강관리IT·방사선치료무역협회(DITTA) 가입

07.21
07.09
06.08
03.21
01.14

20202020

이화여자대학교 헬스케어전문인력양성단 MOU체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MOU체결
의료기기 상생협력 TFT 발족

04.29
04.22
04.13

2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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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이사회 현황

제조임원

더마융복합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강 선 영

회장 유 철 욱 상근부회장 김 명 정
수석부회장 김 영 민
유통구조위원회 위원장

부회장 김 근 식
법규위원회 위원장

이사 김 용 관 혁신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김 준 구
혁신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사 김 현 준

수입임원

제조임원 감사

이사 김 은 미 이사 곽 우 섭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

이사 김 한
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사 김 동 희
교육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심 현 우

이사 오 진 용 이사 윤 무 열 이사 이 명 균 보험위원회 위원장

이사 이 상 수
이사 이 재 민

이사 이 혁 진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제이슨 황
이사 탕 킷 싱 이사 조 용 진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채 창 형
이사 최 정 택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최 준 호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부회장허 민 행

IVD위원회 위원장

이사 남 학 현

이사 송 준 호 이사 신 경 훈 이사 엄 태 관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윤 정 섭
법규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이 준 혁
더마융복합위원회 위원장

이사 주  홍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이사 함 은 경

이사 황 해 령 감사 윤 희 승 감사 서 현 배

이사 정 지 원
이사 신 병 순 이사 신 현 주

이사 윤 정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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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현황 조직현황

법규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장

총회

전무

감사

더마융복합위원회

전문위원

교육홍보위원회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IVD위원회

보험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혁신산업위원회

유통구조위원회

윤리위원회

분과위원회

상근부회장

대외협력부 산업연구부공공사업부운영지원부

기업불편
애로신고센터

정책기획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인사총무팀

회계팀 정보분석팀

미래전략
연구팀통관관리팀

광고관리팀

기획팀

교육연구팀

회원지원팀

공정경쟁
관리팀

홍보팀

국제협력팀

회원지원부

의료기기
협회보

의료기기 
뉴스라인

국제교류TF팀

IMDRF 
지원사무국

정회원(제조)
444

정회원(수입) 
385

준회원
186

특별회원
2

(2022.05.30 기준)

국내 
의료기기시장

7조 4658억원
(65억 2365만 달러)

9조 1341억원
(79억 8142만 달러)

회원사

전체
 81.7%

44억 3704만달러

53억 5265만달러

회원사

전체
82.9%수입

38억 3889만달러

86억 2851만달러

회원사

전체
수출 44.5%

6조 7812억원

12조 8831억원

회원사

전체
생산 52.6%

회원사가 담당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 (2021년 실적보고 기준)

회원사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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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지원 홍보·미디어

법령·보험·정책 지원 산업 연구

01 03

02 04

주요업무 소개

· 보도자료 배포, 온 · 오프라인 
	 신문 발행

협회·회원사의 홍보
및 이익 대변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한 여론 조성

의료기기협회보 및 
의료기기뉴스라인 발행

· 기자간담회 등 이니셔티브
  (Initiative) 활동 

· 월간 7,000부 발간, 무료배포
· 모바일 신문 및 뉴스레터 제공

· 제도 개선 및 규제 발굴 
  민관협의체 참여·운영 지원
· 기업불편사항 발굴 및
  대정부 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건의로 회원사 권익 보호

규제 개선을 위한
산업계 의견 대변

· 입법/행정예고 사항 및 지침 등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 개정안 마련·제출

주요현안 및 산업계
지원정보 수집·배포

· 정부관계자 초청 정책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 개최
· CEO 간담회를 통한
  업계 의견 전달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기반의 의료기기산업 통계 및 시장 분석
· 의료기기산업 동향 분석정보가 수록된 연감 발행

·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 국내 기업-글로벌 기업간 동반성장 네트워크 구축

의료기기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 혁신산업위원회 운영
· 의료기기산업대상 시상
·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지원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 사업

의료기기 인재양성 사업

· 실무중심 교육을 통한 의료기기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RA) 및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교육 등 운영

·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대관 및 협력
· 회원사 현안 발굴 및 대안, 정책 건의

산업지원 및 회원사 현안 해결

· KIMES 공동 주최 및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 GMTA, APACMED 등 해외 협단체 교류
· IMDRF 사무국 운영을 통한 규제 조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사업 및 해외 의료기기 단체 협력·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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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소개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운영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

·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료기기 경영윤리 강화

· 의료 취약계층 대상 무료 건강검진 사업
· 회원사 공익 활동 홍보

· 생활밀착형 의료기기 안전 사용법 배포

회원사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 안전사용 캠페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발급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운영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 국민 위해 의료기기 수입 사전 방지를 위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검토 및 발급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구비가 면제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요건확인면제 
  추천서 발급

·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심의 및 광고심의 결과 정보 제공

·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자의 실적 자료 취합 및 보고	

통관·실적보고·광고자율심의

윤리·공익 사업

05

06

협회 주요 사이트 및 연락처

 구분 홈페이지 대표메일 대표전화 대표팩스 담당부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www.kmdia.or.kr kmdia@kmdia.or.kr 02-596-7404 02-596-7401 운영지원부

의료기기교육
홈페이지 edu.kmdia.or.kr  edu@kmdia.or.kr 070-7725-8660 02-596-7440 정책기획부

의료기기
뉴스라인
(협회보)

www.kmdianews.com choi4270@kmdia.or.kr 070-7725-9055 02-596-7401 대외협력부

IMDRF
운영사무국 www.imdrfoffice.or.kr  imdrf@kmdia.or.kr  070-7725-8135  02-596-7401 대외협력부

의료기기광고
심의위원회 adv.kmdia.or.kr adv@kmdia.or.kr 070-7725-8714 02-596-7401 공공사업부

의료기기표준
통관예정보고 등 www.kmdia.or.kr  kmdia@kmdia.or.kr 070-7725-0252 02-596-7406 공공사업부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www.kmdia.or.kr/FAIR  fair@kmdia.or.kr  070-7725- 1522  02-596-7401  회원지원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 보고
bogo.kmdia.or.kr bogo@kmdia.or.kr 02-596-0848 02-596-7010 산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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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소개

협회 각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대변하며 회원사 가입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기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건의를 통한 회원사 권익보호
· 의료기기산업 관련 제반 환경 개선

법규위원회01

· 해외 유관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 증진
·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 정보교류
· 주한 외교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국제교류위원회05

· 의료기기 유통체계 및 제도 개선
·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확립
· 의료기기 분야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유통구조위원회07
· 건강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 의료기기(치료재료, 인체조직 포함)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제도 연구 및 조사

보험위원회02

· 공정거래규약 사항
· 단체 또는 사업자의 분쟁 조정
· 회원의 상벌 사항

윤리위원회06

· 체외진단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 체외진단제품 건강보험 제도 연구 및 조사
· 체외진단제품 건강보험 적용

IVD(체외진단제품)위원회03

· 혁신의료기기산업 선도와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플랫폼 구축
· 회원사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수출 진흥
· 혁신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간 상생 및 협업
· 건강보험(치료재료) 보험수가 산정기준 개선 

혁신산업위원회08

· 교육 등 회원사 역량 강화
· 의료기기협회보 및 의료기기뉴스라인 편집지원
· 협회 활동 및 의료기기 법령, 제도 등 홍보
· 회원관리 및 지원사업 발굴
· 회원증대 방안 수립 및 추진

교육홍보위원회04

· 미용목적의료기기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 유관기관 및 관련 학회와의 상생 협력
· 미용목적의료기기 산업 환경 개선

더마융복합위원회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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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혜택 소개

1.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대관 업무 지원 
	     - 제도 수립 및 정책 건의 시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대정부 건의

2. 의료기기 R&D 사업 발굴 및 회원사와의 협력 지원

3.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분과 위원회 조직 및 운영 
	    - 윤리, 법규, 보험, 국제교류, 교육 · 홍보, 체외진단제품(IVD), 
       혁신산업, 유통구조, 더마융복합위원회 등  
	       교육, 애로사항 개선을 위한 회원사 활동 지원강화
	    - 동종 품목 취급업체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4.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정부 등 외부기관’ 전문가 추천

5. 보험 전문 상담코너 설치 
	     - 치료재료 보험 등재 및 조정 등에 관한 무료상담 서비스 지원

1. 해외 시장동향 조사 및 정보 제공 
	    - 국가별 의료기기산업 전시회 정보 제공 안내
    	- 해외 전시회 참관 및 산업단지 시찰 정보 제공

2. 해외전시 및 시장개척단 등 수출지원 
    	- 해외 전시회 한국관 참여

3. 회원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추진

4. 보험, 광고심의, 공정경쟁규약, 실적보고 등 회원사  
	    요구 분야에 대한 지역별 무료 맞춤형 교육 추진

5. 기타 각종 애로사항 발생 시 우선 지원

각 분야의 
위원회 활동을 통한 
회원사 의견 대변

파트너링 사업 연계

회원사 편익을 위한 
서비스

1. 희망 글로벌 의료기기사와의 1:1 멘토 등 지원

2. 회원사 인력채용 홍보 지원

3. 국내외 거래 알선·중개 등 서비스 지원
     	- 거래관련 국내 업체 소개 및 수출입 지원

유관기관 및 
업계 최신 정보 제공

회원사만을 위한 
각종 수수료 및 
광고 할인 혜택

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수료 20% 할인

2. 공정경쟁규약 기부 관련 심의수수료 50% 할인

3. 협회 대관시설 임대료 50% 할인 제공

4. 협회보 광고 20% 할인

5. 협회주최 세미나, 포럼 등 참가비 할인

다양한 행사 및 
교육 참가비 우대 혜택

1. 협회개설교육 참가 시 교육비 할인 혜택

2. 회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비 할인

1. 의료기기관련 통계자료 
 	    - 최신 통계 분석 등 각종 정책자료 제공

2. 의료기기산업 연감(도서) 연 1회 무료 제공

3. 의료기기 지원 정책 정보 제공

4. 뉴스레터 주 2회 발송

5. 협회 정기 소식지(협회보) 제공

6. 홈페이지 및 의료기기뉴스라인을 통한 회원사 홍보

7. 회원사 CEO SNS 단톡방을 통한 실시간 의료기기산업 정보 공유

회원사만을 위한 지원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적극적으로 협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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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가입 안내

전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연회비 가입비

1,000억원 이상 960만원

100만원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480만원

2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40만원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120만원

100억원 미만 60만원

전전년도 실적보고 금액 연회비 가입비

- 18만원 20만원

· 문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지원부 회원지원팀

· 홈페이지 : www.kmdia.or.kr
· Tel  : 070-7725-0251
· Fax : 02-596-7401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 수리업
신고를 필한 자

· 기타 의료기기 관련된 학술 연구단체, 
컨설팅업체, 개인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를 득한 자

홈페이지 회원 가입
(www.kmdia.or.kr)
업체정보 확인·수정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 납부방법 : 무통장 입금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74-25-0021-331)
· 예금주 :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가입 신청
회원가입신청서 작성·제출

회원가입 완료
회원증 및

회원사 가입 선물 패키지 발송

회원가입 검토
첨부서류 확인 및 연회비 안내

회원 자격

가입 절차

문의처

회비 안내01

02

04

03

정회원 준회원

정회원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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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2021년 기준)

연도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01

구분 생산(A) 수출(B) 수입(C) 무역수지(E) 시장규모(F) 수입점유율
(G,%)

2016년  5,603,064 3,386,946	
(2,918,523)

3,657,161	
(3,151,367)

△270,215	
(232,844) 5,873,279 62.27 

2017년  5,823,155 3,578,215	
(3,164,210)

3,952,881	
(3,495,526)

△374,665	
(△331,316) 6,197,820 63.78 

2018년  6,511,135 3,972,317	
(3,610,213)

4,279,056	
(3,888,991)

△306,739	
(278,778) 6,817,874 62.76 

2019년  7,279,384 4,324,478	
(3,709,929)

4,849,004	
(4,159,915)

△524,526	
(△449,986) 7,803,910 62.14 

2020년  10,135,785 7,831,490	
(6,636,575)

5,227,398	
(4,429,811)

2,604,091	
(2,206,764)  7,531,694 69.41 

2021년  12,883,106 9,874,643	
(8,628,513)

6,125,683	
(5,352,654)

3,748,960	
(3,275,860)  9,134,146 67.06 

구분 생산(A) 수출(B) 수입(C) 무역수지(E) 시장규모(F)

2020년  3,354,929 4,211,194	
(3,568,657)

805,740	
(682,801)

3,405,454	
(2,885,856) 50,525 

2021년  4,350,145 5,320,907	
(4,649,436)

916,558	
(800,893)

4,404,349	
(3,848,542) △54,204 

NO 한글품명 생산액 비율 증감

1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2,012,460 15.62 92.98 

2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1,444,682 11.21 40.43 

3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1,153,385 8.95 -19.16 

4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569,279 4.42 31.92 

5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551,898 4.28 61.64 

6 조직수복용생체재료  301,160 2.34 55.54 

7 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  274,364 2.13 -

8 핵산추출시약  231,580 1.80 -12.76 

9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216,081 1.68 10.21 

10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209,281 1.62 38.58 

11 의료영상획득장치  191,622 1.49 14.70 

12 개인용온열기  182,939 1.42 96.38 

13 검체수송배지  142,099 1.10 75.31 

14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134,065 1.04 46.28 

15 개인용혈당검사지  106,183 0.82 -18.37 

16 수액세트  105,578 0.82 17.66 

17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3,530 0.80 -15.38 

18 검체채취용도구  103,223 0.80 298.63 

19 주사기  99,050 0.77 64.32 

20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94,500 0.73 69.26 

소계  8,226,962 63.86 37.24 

합계  12,883,106 100.00 27.11 

(단위 : 백만원, 1000USD, %)

(단위 : 백만원, 1000USD, %)

(단위 : 백만원, %)

※ 무역수지(E) = (B)-(C), 시장규모(F) = (A)-(B)+(C), 수입점유율(G) = (C)/(F)×100
※ 수출입금액(＄ → 원)에 대한 환산 기준 : 한국은행의 연도별 연평균 기준환율 적용

생산실적 상위 20위 품목현황

연도별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 규모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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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2021년 기준)

NO 한글품명 수출액 비율 증감

1 고위험성감염체면역검사시약  2,650,942 30.72 42.82 

2 고위험성감염체유전자검사시약  915,540 10.61 -13.30 

3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491,655 5.70 33.70 

4 감염체진단면역검사시약  421,505 4.89 -

5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362,111 4.20 58.21 

6 조직수복용생체재료  261,926 3.04 14.75 

7 핵산추출시약  188,614 2.19 -3.98 

8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185,921 2.15 25.92 

9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157,556 1.83 114.18 

10 개인용혈당검사지  151,940 1.76 17.18 

11 의료영상획득장치  145,431 1.69 30.28 

12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138,658 1.61 57.87 

13 입체광학인상채득장치  118,341 1.37 133.69 

14 엔디야그레이저수술기  83,474 0.97 101.86 

15 혈관내진단용초음파프로브  82,751 0.96 4.28 

16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77,683 0.90 24.53 

17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67,274 0.78 -16.79 

18 전동식모유착유기  55,705 0.65 -15.17 

19 범용전기수술기  55,076 0.64 70.68 

20 집속형초음파자극시스템  54,708 0.63 68.05 

소계 6,666,811 77.26 35.26 

합계  8,628,513 100.00 30.01 

NO 한글품명 수입액 비율 증감

1 검체채취용도구  408,958 7.64 176.20 

2 다초점인공수정체  224,008 4.18 112.85 

3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133,899 2.50 200.49 

4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129,801 2.42 42.76 

5 인공신장기용혈액여과기  90,731 1.70 -1.80 

6 약물방출관상동맥용스텐트  86,698 1.62 -

7 진료용장갑  86,592 1.62 87.37 

8 안경렌즈  78,665 1.47 12.57 

9 일회용손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73,117 1.37 5.13 

10 전신용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66,571 1.24 -9.43 

11 초전도자석식전신용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57,873 1.08 -40.64 

12 고투과성인공신장기  54,160 1.01 9.66 

13 인공무릎관절  53,780 1.00 6.65 

14 비흡수성체내용스태플  49,340 0.92 20.89 

15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46,924 0.88 15.93 

16 핵산추출시약  41,434 0.77 103.77 

17 HIV·HBV·HCV·HTLV진단면역검사시약  38,759 0.72 14.87 

18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38,573 0.72 14.60 

19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엑스선투시진단장치  38,266 0.71 8.49 

20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  37,570 0.70 23.86 

소계 1,835,719 34.30 56.60 

합계  5,352,654 100.00 20.83 

(단위 : 1000USD, %) (단위 : 1000USD, %)

수출실적 상위 20위 품목 현황 수입실적 상위 20위 품목 현황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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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2021년 기준)

순위 업체명 생산액 비율

1 오스템임플란트(주)  1,639,457 19.21 

2 삼성메디슨(주)  340,262 3.99 

3 (주)덴티움 용인공장  277,447 3.25 

4 (주)세라젬  156,565 1.83 

5 한국지이초음파(유)  154,661 1.81 

6 (주)바텍  125,745 1.47 

7 (주)메가젠임플란트  121,819 1.43 

8 지멘스헬시니어스(주)  121,132 1.42 

9 (주)뷰웍스  109,127 1.28 

10 삼성전자(주)  88,363 1.04 

소계 3,134,579 36.73 

합계 8,532,961 100.00 

순위 업체명 수출액 비율

1 삼성메디슨(주)  265,177 6.66 

2 오스템임플란트(주)  178,305 4.48 

3 한국지이초음파(유)  162,130 4.07 

4 (주)바텍  162,057 4.07 

5 (주)덴티움 용인공장  125,412 3.15 

6 (주)메디트  118,341 2.97 

7 지멘스헬시니어스(주)  117,685 2.96 

8 ㈜메가젠임플란트  93,831 2.36 

9 (주)루트로닉  81,342 2.04 

10 (주)뷰웍스  73,853 1.86 

소계 1,378,132 34.63 

합계 3,979,078 100.00 

순위 업체명 생산액 비율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1,333,425 30.65 

2 (주)씨젠  933,639 21.46 

3 (주)한국애보트진단  606,381 13.94 

4 (주)수젠텍  123,681 2.84 

5 (주)래피젠  113,326 2.61 

6 휴마시스(주)  99,759 2.29 

7 (주)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  97,187 2.23 

8 (주)오상헬스케어  92,558 2.13 

9 (주)제놀루션  71,868 1.65 

10 (주)아이센스원주공장  71,284 1.64 

소계 3,543,109 81.45 

합계 4,350,145 100.00 

순위 업체명 수출액 비율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2,245,596 48.30 

2 (주)씨젠  707,562 15.22 

3 (주)한국애보트진단  553,986 11.92 

4 휴마시스(주)  148,136 3.19 

5 바디텍메드(주)  116,300 2.50 

6 (주)아이센스원주공장  95,860 2.06 

7 (주)바이오니아  77,202 1.66 

8 (주)오상헬스케어  73,736 1.59 

9 (주)수젠텍  64,554 1.39 

10 랩지노믹스  56,128 1.21 

소계 4,139,060 89.02 

합계 4,649,436 100.00 

(단위 : 백만원, %) (단위 : 1000USD, %)

(단위 : 백만원, %) (단위 : 1000USD, %)

생산실적 상위 10위 업체 수출실적 상위 10위 업체

체외진단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기기(IVD제외) 의료기기(IVD제외)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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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2021년 기준)

순위 업체명 수입액 비율

1 메드트로닉코리아(유)  364,549 8.01 

2 (주)한국애보트진단  282,218 6.20 

3 한국알콘(주)  200,536 4.41 

4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191,410 4.21 

5 에스디바이오센서(주)  137,438 3.02 

6 지멘스헬시니어스(주)  113,880 2.50 

7 (주)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  113,053 2.48 

8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111,026 2.44 

9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주)  99,089 2.18 

10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유)  92,645 2.04 

소계 1,705,845 37.48 

합계 4,551,760 100.00 

순위 업체명 수입액 비율

1 한국로슈진단(주)  209,286 26.13 

2 한국애보트(유)  84,967 10.61 

3 한국벡크만쿨터(주)  37,501 4.68 

4 벡톤디킨슨코리아(주)  37,015 4.62 

5 한국바이오래드(주)  34,881 4.36 

6 지멘스헬시니어스(주)  34,284 4.28 

7 시스멕스코리아(주)  31,404 3.92 

8 (주)비오메리으코리아  27,176 3.39 

9 (주)한국케트  26,093 3.26 

10 (주)진엑스  22,617 2.82 

소계 545,224 68.08 

합계 800,893 100.00 

(단위 : 1000USD, %)

(단위 : 1000USD, %)

수입실적 상위 10위 업체 수출국가 상위 10위 현황(IVD 포함)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기기(IVD제외)

08 09

순위 국가명 수출액 비율 증감

1 독일  1,498,015  17.36 94.67 

2 미국  809,922  9.39 6.49 

3 중국  710,309  8.23 23.88 

4 베트남  499,403  5.79 417.32 

5 싱가포르  332,829  3.86 827.18 

6 이탈리아  327,822  3.80 -11.21 

7 러시아  283,123  3.28 9.74 

8 일본  278,333  3.23 27.51 

9 네덜란드  268,722  3.11 -16.63 

10 인도  179,374  2.08 -55.42 

11 캐나다  169,615  1.97 46.93 

12 태국  157,935  1.83 162.55 

13 브라질  142,827  1.66 -24.67 

14 인도네시아  141,940  1.65 -5.06 

15 아랍에미리트 연합  137,237  1.59 38.04 

16 영국  127,041  1.47 16.96 

17 프랑스  127,028  1.47 20.75 

18 슬로바키아  112,066  1.30 138.35 

19 스페인  107,394  1.24 -25.58 

소계  7,201,022  74.30 31.95 

합계 8,628,513  100.00 30.01 

(단위 : 1000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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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통계 (2021년 기준)

수입국가 상위 10위 현황(IVD 포함)10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율 증감

1 미국  2,213,647  41.36 16.90 

2 독일  791,600  14.79 2.96 

3 중국  658,056  12.29 89.43 

4 일본  510,619  9.54 39.33 

5 스위스  202,539  3.78 9.40 

6 영국  89,218  1.67 4.53 

7 프랑스  82,531  1.54 16.61 

8 아일랜드  61,829  1.16 13.56 

9 이탈리아  61,624  1.15 4.18 

10 대만  59,589  1.11 36.31 

11 덴마크  58,030  1.08 29.24 

12 말레이시아  56,881  1.06 50.32 

13 스웨덴  55,601  1.04 12.34 

14 베트남  53,657  1.00 31.83 

15 호주  50,116  0.94 34.55 

16 태국  46,314  0.87 16.81 

17 네덜란드  43,929  0.82 -19.55 

18 이스라엘  37,990  0.71 31.39 

19 벨기에  33,917  0.63 9.34 

20 싱가포르  30,329  0.57 -47.49 

소계  5,320,798  97.1 21.40 

합계  5,352,654  100.00 20.83 

(단위 : 1000USD, %)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율 증감

1 독일  1,285,800  27.65 116.38 

2 베트남  366,729  7.89 2357.06 

3 싱가포르  300,239  6.46 2480.27 

4 이탈리아  244,695  5.26 -17.75 

5 네덜란드  232,620  5.00 -23.07 

6 캐나다  138,903  2.99 44.70 

7 슬로바키아  110,207  2.37 144.11 

8 인도네시아  94,640  2.04 -18.90 

9 미국  94,419  2.03 -42.96 

10 아랍에미리트 연합  91,781  1.97 39.57 

소계  2,960,033  63.66 73.12 

합계 4,649,436  100.00 30.29 

순위 국가명 수입액 비율 증감

1 미국  265,838  33.19 46.80 

2 독일  251,109  31.35 -0.20 

3 일본  84,034  10.49 35.73 

4 아일랜드  39,138  4.89 19.55 

5 프랑스  27,666  3.45 21.01 

6 대만  27,228  3.40 114.16 

7 중국  17,346  2.17 12.46 

8 영국  13,367  1.67 19.14 

9 스웨덴  13,247  1.65 16.34 

10 싱가포르  13,052  1.63 -68.50 

소계  752,024  93.90 17.07 

합계  800,893  100.00 17.30 

(단위 : 1000USD, %)

(단위 : 1000USD, %)

수출국가 상위 10위 현황

수입국가 상위 10위 현황

체외진단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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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KT&G상상마당
대치아트홀

파크하얏트 서울

오일뱅크
삼성빌딩

신라스테이

2호선 삼성역 서울강남
경찰서

강남소방서

탄천

동
부

간
선

도
로

(청
담

장
지

간
)

코엑스아트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26년 완공예정)

봉은사역

트레이드타워

⑧

현대오트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오시는 길

I 주소 I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층, 3층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I TEL I 02-596-7404     I FAX I 02-596-7401     I E-MAIL I kmdia@kmdia.or.kr
I 교통편 I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에서 도보 2분(1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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