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콘텐츠 서비스 (e-Book free mail service)
       메디저널 e-Newspaper를 매월 8,000여 독자들에게 무료로 발송하는 콘텐츠 서비스
           국내 업체, 기관, 연구소 (2,000) + 국내 의료기관 (3,500) + 해외 (2,500)

■  의료기기 유통 & 무역
       * 병의원 의료기기 납품 유통

      * 의료기기 및 미용, 헬스케어기기 해외무역 중개 (중국, 홍콩, 필리핀, 우크라이나)

■  홍보 카탈로그 제작
      * 경제협력권육성사업 홍보관련 카탈로그 제작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의료기기업체 홍보 카탈로그 제작

■  해외 의료방문단 유치사업
      * 필리핀 현직의료진 초청, 관련업체 방문 및 병원시연 

■  발행자문
      *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구조와 역량평가  (산업연구원) 
          * NCS 교재  (교육인적자원부)     

■  마케팅 지원사업참여
      * 원주의료기기스타트업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강원테크노파크 Post-Bi 특화지원사업  (강원테크노파크)

■  수요조사 수행
      * 의료기기 기술인력양성사업 교육수요조사  (한국전자의료산업재단) 
        * 스마트케어서비스 이용행태 및 효과분석 설문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강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수요조사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강원권 의료기기 기업 경영성과조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SINCE 2005

의료기기 정보신문 
(Medical Device Journal)

www.komdj.com

     발행ㆍ편집인 :  최병철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320호 (여의도동, 라이프오피스텔)

     TEL :  0505-977-0001      FAX :  0505-977-0011

     사업종목 :  신문발행ㆍ출판ㆍ광고대행ㆍ광고물제작ㆍ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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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저널  사업자 등록,  정기간행물 등록,  출판사 등록 

메디저널  창간호 타블로이드판형 발행 

2006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1)

2007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2)

교육수요조사 실시 (전자의료산업재단) : 1차 의료기기 기술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2009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3)  

단행본 발행 : 전자의료기기 및 u-Health산업 총람

판형 변경 : 타블로이드판형 - 잡지판형

교육수요조사 실시 (전자의료산업재단) : 2차 의료기기 기술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교육수요조사 실시 (전자의료산업재단) : 3차 의료기기 기술인력양성사업 수요조사

단행본 발행 : 유헬스 및 전자의료기기

2011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4)

교재발행 참여 : 의료기기 및 의공학 7종

2012 의료기기업체명감 발행 (Vol 1)

2013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5)

수요조사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스마트케어서비스 이용행태 및 효과분석 

교재발행 참여 : 의료기기 창업전략,  의료기기설계 & CAM 가공 

교재개발 자문 (교육인적자원부) : NCS 전자응용기기 

2014 의료기기업체명감 발행 (Vol 2)

교재발행 참여 : 의공기사 1000제 

보고서 자문 (산업연구원) :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구조와 역량평가 

수요조사 실시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강원도 인력 및 숙련 수요조사

교재발행 참여 : 자동제어 및 조명제어 

교재발행 참여 : 질환 및 의학용어,  인체의료공학,  해부생리학  

메디저널  전자책 발행 & 국내외 메일 무료발송 시행

2015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6)

사업참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의료기기 무역중개 : 우크라이나

2016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7)

사업참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교재개발 자문 (교육인적자원부) : NCS 의료기기인허가

2017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8)

의료기기 무역중개 : 중국, 홍콩

2018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9)

교재발행 참여 : 전기기본설계

교재발행 참여 : XGK PLC 프로그램 활용

사업참여 (강원테크노파크) : Post-Bi 특화지원사업

필리핀지사 설립 (PHILIPPINES, MANILA)

2019 의료기기연감 발행 (Vol 10)

대만, 제품정보광고지 FMH와 해외광고마케팅 업무협약

필리핀 현직의료진 초청, 관련업체 방문 및 병원시연 

수요조사 실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강원권 의료기기기업 경영성과 조사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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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신문

● 창간  :  2005년 9월 · ISSN 2092-6030       ● 발행  :  월간

● 판형  :  타블로이드판 (B4),  전칼라          ● 지면  : 20~24면

● 편집  :  뉴스, 정책, 허가, 인증, 법률, 전시, 산업, 유통, 기술

의료기기 공급자인 의료기기업체에게는 의료기기 관련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신

제품에 대한 홍보의 장을 마련해 주고, 의료기기 수요자인 의료기관에게는 의료관

련 정보와 함께 국산, 수입산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와 병원의료 관련정보를 종합적

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 병원의료 정보신문  "메디저널"을 발행합니다.

※ e-Newspaper free mail service

     * 국내 :  의료기기업체, 기관, 연구소, 학교, 의료기관

     * 해외 :  의료기기 전문 바이어 (KIMES·GMES 참관 해외바이어)

                 KORTA 125개 해외무역관  

홈케어프라자

개인용, 가정용기기 모음집

● 발행  :  격월 

● 판형  :  국판 (A5),  전칼라          ● 지면  :  20면 내외

● 편집  :  건강, 실버, 재활, 미용기기

※ 국내 보급 : 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스포츠센터, 피부미용크리닉

고령화시대를 맞아 개인용 건강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자들에게 건강 및 실버, 재활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용 및 

가정용기기만을 모은 "홈케어프라자"를 발행 보급합니다. 



의료기기연감

 Medical Device Directory

의료기기 종합수록집

● 발행  :  년간 · ISSN 2092-5255 · 2006~2019년 (Vol.10)

● 판형  :  국배판 (A4),  전칼라          ● 지면  :  400~600면

● 편집  :  국내 유통 의료기기 10개 품목군별 구분

             칼라 제품 사진, 취급업체명

의료기기업체에게는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 의료기관에게는 의료기기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월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전시회인 KIMES 기간에 

맞춰 국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과 제품사진을 수록한 의료기기 제품수록집 

"의료기기연감"을 발행합니다.

※ 국내 보급 판매 (DVD)  : 현장 - KIMES & GMES / 전화주문

※ e-Book free mail service            

     * 해외 :  의료기기 전문 바이어 (KIMES·GMES 참관 해외바이어) 

                 KORTA 125개 해외무역관  

의료기기업체명감

Korea Medical Device Company Directory

전국 의료기기업체 명부

● 발행  :  년간 · ISSN 2234-7429  · 2012~2014년 (Vol.2) 

● 판형  :  국배판 (A4)          ● 지면  :  500~800면

● 편집  :  국내 제조ㆍ수입의료기기 업체 명부 및 취급제품명 수록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취급품목) 

           

의료기기 산업은 업체명부를 하나로 모은 책자가 없어 의료인들이 임상관련 

의료기기의 취급업체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전국에 소재

해 있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정보와 취급제품을 수록한 "의료기기

업체명감"을 발행합니다.

※ 국내 보급 판매 (DVD)  :  현장 - KIMES & GMES / 전화주문  



출판 단행본 

전자의료기기 및 u-Health산업 총람
* 저자 : 메디저널 대표 최병철

의공기사 기출 1000제 

(2014)

의료기기 대학교재 7종
 (2012)

인체의료공학 (2014) 해부생리학 (2014) 질환 및 의학용어 (2014)

수요ㆍ설문조사 수행 

● 의료기기 기술인력양성사업 교육 수요조사  (2008~2010년, 3회)
* 주관기관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수행기관 : 한국전자의료산업재단, 메디저널 

* 조사대상 : 서울, 경기, 강원 소재 의료기기업체 대표 및 교육참여자 700여명

[총 19 종]

● 스마트케어서비스 이용행태 및 효과분석 설문조사  (2013년)
* 주관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 글로벌의료산업전문가협회, 메디저널

* 조사대상 :  의료제공자 (의사,간호사)  및 의료이용자 (환자) 총 520명

* 조사지역 :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경산시, 청주시, 충주시, 고양시, 성주군, 영동군, 옥천군, 청원군

● 강원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교육훈련 및 인력 수요조사  (2014년)
* 주관기관 : 강원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수행기관 : 메트릭스, 메디저널

* 조사대상 : 강원도 원주지역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의료기기, 신소재, IT, 바이오기업 400여개

● 강원권 의료기기업체 경영성과조사  (2019년)
* 주관기관 :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 수행기관 :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메디저널

* 조사대상 : 강원권 (원주, 춘천, 강릉, 홍천, 횡성, 영월) 소재  240여개 의료기기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