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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CS 시설별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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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전체 레이저(광) 치료기기 국내 시장규모
(2) 국내 레이저(광) 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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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용 레이저 수술기
(2)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
(3) 레이저(광) 조사기
6) 의료용 레이저 제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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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관절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1) 전체 인공관절
(2) 세부 품목별 인공관절
4) 인공관절 세계 시장규모
(1) 세계 인공관절 시장현황
(2) 지역별 인공관절 시장현황
(3) 세부품목별 세계 인공관절 시장현황
5) 인공관절 주요 업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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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및 분류
2) 스텐트(Stent) 국내 시장규모
3) 스텐트(Stent) 주요 업체현황
4) 스텐트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1) 전체 스텐트
(2) 세부 품목별 스텐트
5) 스텐트(Stent) 세계시장 현황
(1) 전체 스텐트 시장규모 및 전망
(2) 주요 스텐트 시장동향 및 전망
① 관상동맥용 스텐트(Coronary Stents)
② 췌장 및 담관용 스텐트(Pancreatic and Biliary Stents)
③ 소화관 스텐트(Enteral Stent)
4. 의료용품 및 생체계측기기 제품별 국내외 시장/업체동향 및 전망
4-1. 환자감시장치
1) 정의 및 분류
2)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 국내 시장규모
(1) 국내 전체 환자감시장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2) 세부 품목별 환자감시장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환자감시장치 주요 업체현황

4) 환자감시장치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1) 전체 환자감시장치 주요 국가 수출현황
(2) 세부 품목별 환자감시장치 주요 국가 수출현황
5) 환자감시장치 세계 시장현황
(1) 환자감시장치 시장현황
(2) 환자감시장치 주요 기업 현황
4-2. 소프트콘택트렌즈(Soft Contact Lens)
1) 정의 및 분류
2) 소프트콘택트렌즈 시장규모
(1) 소프트콘택트렌즈 국내 시장 개요
(2) 세부 품목별 소프트콘택트렌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소프트콘택트렌즈 세계시장 현황
3) 소프트콘택트렌즈 주요 업체현황
4) 소프트콘택트렌즈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5. 치과재료 및 기타 제품별 국내외 시장/업체동향 및 전망
5-1. 치과용임플란트
1) 정의 및 분류
2) 치과용임플란트(Dental Implants) 국내 시장규모
(1) 국내 전체 치과용임플란트 생산 및 수출입 현황
(2) 세부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현황
3) 치과용임플란트 글로벌 시장현황
4) 치과용임플란트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1) 전체 치과용임플란트
(2) 세부 품목별
5) 치과용임플란트 주요 업체현황
6) 치과용임플란트 특허현황
5-2. 이식형와우시스템
1) 이식형 의료기기 개요
(1) 정의 및 분류
(2) 시장현황
2) 이식형와우시스템 시장 및 기술동향
(1) 시장동향
(2) 허가현황
5-3. 안면 성형용 필러
1) 안면 성형용 필러 개요
2) 안면 성형용 필러 국내 시장규모
(1) 국내 시장동향
(2) 생산 및 수출입 추이
(3) 주요 업체현황
3) 성형용 필러 주요 국가 수출입 현황

(1) 수출현황
(2) 수입현황
Ⅲ. 글로벌 주요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전망
1. 북미지역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1-1. 미국
1) 미국 의료기기 정의
2) 미국 의료용품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기업 및 유통현황
3) 미국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 현황
4) 미국 의료용 주삿바늘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기업 및 유통채널
5) 미국 혈압측정기 시장현황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6) 미국 혈당측정기 시장현황
1-2. 캐나다
1) 캐나다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의료기기 정의
(2) 시장동향 및 전망
(3) 품목별 시장 동향
2) 캐나다 일회용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1) 일회용 콘택트렌즈 시장개요
(2) 일회용 콘택트렌즈 시장규모 및 동향
(3) 일회용 콘택트렌즈 수입동향
2. 유럽지역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2-1. 독일
1) 독일 의료기기 시장동향
2) 독일 혈당계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기업 및 주요 기업
(4) 유통구조

3) 독일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동향
2-2. 프랑스
1) 프랑스 의료기기 시장규모
2) 프랑스 수입동향
3) 프랑스 주요 기업동향
2-3. 영국
1) 영국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영국 의료기기 수급동향
3) 영국 유망품목 동향
(1) 복강경 수술기기
(2) 생체신호 모니터
(3) 이동식 소형 초음파 스캐너
2-4. 이탈리아
1) 이탈리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이탈리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1) 생산동향
(2) 수출입 동향
3) 이탈리아 주요 의료기기 기업동향
4) 이탈리아 유망품목 동향
(1) 초음파기기
(2) 자기공명 촬영기기
(3) 정형외과용 기기
(4) 치과용 엑스선 촬영기기
(5) 주사기
5) 이탈리아 혈당측정기 시장동향
2-5. 스페인
1) 스페인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스페인 의료기기 수급동향
(1) 생산동향
(2) 수출입 동향
3) 스페인 유망품목 동향
(1) 심전계
(2) 인공관절
(3) X선관
(4) 압박붕대
(5) CT스캐너
2-6. 네덜란드
1) 네덜란드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의료기기 시장동향
(2) 의료기기 수입동향
(3) 의료기기 경쟁 동향 및 주요 기업
2) 네덜란드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경쟁동향 및 주요 기업
3) 네덜란드 임플란트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2-7. 벨기에
1) 벨기에 의료기기 시장개황
2) 벨기에 의료기기 수급동향
(1) 생산동향
(2) 수출입 동향
3) 벨기에 유망품목 동향
(1) 뇌파계, 청력검사용 기구 등
(2) 초음파기기
(3) 기타의 기기
(4)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등
(5) 심전계
2-8. 스웨덴
1) 스웨덴 심장제세동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동향
2) 스웨덴 혈당계 시장동향
(1) 스웨덴 당뇨병 현황
(2) 혈당계 시장동향
2-9. 오스트리아
1)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오스트리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오스트리아 유망품목 동향
(1) 혈당측정기
(2) 보청기
(3) 초음파영상진단기
(4) 실험실검사장비
2-10. 폴란드
1)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개황
2) 폴란드 의료기기 수급동향
3) 폴란드 유망품목 동향

(1) CT 스캐너
(2) 보청기
(3) 정형외과용 고정장치
(4) 방사선 치료기
(5) 혈압모니터
4) 폴란드 외과용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 및 유통동향
5) 폴란드 치아 임플란트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 및 유통동향
2-11. 체코
1) 체코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동향
2) 체코 의료기기 수입동향
3) 체코 의료기기 유통현황
4) 체코 주요 의료기기 기업동향
2-12. 덴마크
1) 덴마크 의료기기 시장개황
2) 덴마크 의료기기 수급동향
3) 덴마크 유망품목 동향
(1) 영상진단기
(2) 초음파의료기기
(3) 피부미용기기
(4) 재활운동기구
2-13. 핀란드
1) 핀란드 의료기기 시장개황
2) 핀란드 의료기기 수급동향
3) 핀란드 의료기기 수입동향
4) 핀란드 유망품목 동향
(1) 당뇨, 산소포화도, 혈류량 측정기
(2) 자동수액주입기
(3) 심장제세동기
(4) 정형외과기기
(5) 엑스레이기기
(6) 치과용엑스레이
(7) 보청기
(8) 치과용드릴
2-14. 러시아
1) 러시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의료기기 분류체계
(2) 시장동향 및 전망
(3) 대러시아 의료기기 수출동향
2) 러시아 의료 서비스 시장 동향
3) 러시아 초음파 영상진단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4) 러시아 치의용품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2-15. 헝가리
1) 헝가리 의료기기 시장개황
2) 헝가리 의료기기 수급동향
3) 헝가리 유망품목 동향
(1) 초음파기기
(2) 기계요법치료기
(3) 외과용캣커트
(4) 임플란트
(5) 덴탈체어
2-16. 슬로바키아
1) 슬로바키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슬로바키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슬로바키아 유망품목 동향
4) 슬로바키아 혈당측정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2-17. 루마니아
1) 루마니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루마니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루마니아 유망품목 동향
(1) 진단 영상 장비
(2) 주사기, 주사바늘 및 수혈세트
(3) 치과용 드릴엔진 등 치과기기
4) 루마니아 의료영상장비 시장동향
(1) 시장현황
(2) 경쟁 및 유통현황
2-18. 크로아티아
1) 크로아티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크로아티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크로아티아 유망품목 동향
(1) 의료용 소모품

(2) 치과기타장비
(3) 치료용호흡기
(4) 정형외과용 인체삽입물
(5) 엑스선 기타기기
2-19. 불가리아
1) 불가리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불가리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불가리아 유망품목 동향
(1) 혈압계
(2) 치과용 X-Ray
(3) X선 사용 장비
(4) 수혈세트, 카테터
(5) 전기 진단장치
(6) 의료용 가구류
2-20. 터키
1) 터키 의료기기 시장현황
(1)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시장동향
(3) 시장전망
2) 터키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2-21. 세르비아
1) 세르비아 의료기기 시장개황
2) 세르비아 의료기기 수급동향
3) 세르비아 유망품목 동향
(1) X-ray기기
(2) 외과용캣거트
(3) 수술도구
(4) 덴탈 피팅
4) 세르비아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수출입동향
(2) 주요 기업동향
2-22. 아제르바이잔
1) 아제르바이잔 혈압측정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3) 유통동향
3. 아시아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3-1. 중국

1) 중국 의료기기 분류 및 인증
(1) 중국 의료기기 분류
(2) 중국 의료기기 인증절차
2) 중국 의료기기 시장현황 및 전망
(1) 의료기기시장 트렌드
(2) 의료기기 시장규모 및 전망
3) 중국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
(1) 수출현황
(2) 수입현황
(3) 한국과의 의료기기 교역현황
4) 중국 의료기기 유통현황
5) 중국 의료기기 주요 기업동향
(1)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2) Winner Medical
(3) Shenzhen New Industry Biomedical Engineering
(4) SonoScape Medical
(5) Edan Instruments
(6) LifeTech Scientific
6) 중국 내 글로벌 기업동향
(1) SIEMENS(Shenzhen) MRI
(2) General Electric
(3) Philips 의료(Suzhou)
(4) Johnson &Johnson Medical
(5) Medtronic
7) 중국 치과용 엑스레이 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기업 및 유통채널
8) 중국 보청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동향
9) 중국 재활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3-2. 일본
1) 일본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체계
(1) 일반 의료기기
(2) 체외진단용의약품(IVD)
2) 일본 스마트 의료시장
(1) 온라인 진료현황

(2) 온라인 진료전망
(3) 스마트 의료 시장 관련 제품과 시장규모
① IoT 활용 제품
② 메디컬 솔루션 관련 제품
3) 일본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전망
(1) 시장동향
(2) 시장전망
(3) 수입동향
4) 일본 임플란트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주요 기업동향
(3) 수입규모 및 동향
3-3. 호주
1) 호주 의료기기 시장동향
2) 호주 의료기기 시장전망
3) 호주 의료기기 수입동향
3-4. 인도
1) 인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정의 및 분류
(2) 의료 시장현황
(3) 의료기기 시장현황
2) 인도 의료기기 수입동향
3) 인도 화상설비장치 시장동향
(1) 자기공명영상(MRI)
(2) 컴퓨터 단층 촬영(CT)
(3) 렌트켄 설비 장비
4) 인도 임플란트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5) 인도 인공관절 시장동향
(1) 개요
(2) 인공관절 시장동향
6) 인도 콘택트렌즈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 및 기업동향
3-5. 대만
1) 대만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대만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시장전망
3) 대만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3-6. 태국
1) 태국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태국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시장전망
(3) 한국의 태국 수출현황
3-7. 베트남
1) 베트남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전망
(2) 품목별 시장현황
3) 베트남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4) 베트남 주요 의료기기 기업동향
3-8.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의료시장 주요정책
(2) 시장규모 및 동향
(3) 시장전망
3) 한국의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수출동향
3-9. 홍콩
1) 홍콩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1) 일반의료기기
(2) 체외진단의료기기
2) 홍콩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시장전망
3)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현황
3-10. 필리핀
1) 필리핀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필리핀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시장전망
3) 필리핀 의료기기 수출입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3-11. 기타
1) 방글라데시 의료기기 시장동향
2)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우즈베키스탄 혈당측정기 시장동향
(1) 수입동향
(2) 경쟁 및 유통동향
4. 중남미지역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4-1. 아르헨티나
1)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4-2. 브라질
1)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브라질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4-3. 멕시코
1) 멕시코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멕시코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3) 멕시코 진단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2) 전체 수입동향
(3)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4) 주요 기업동향
4-4. 칠레

1) 칠레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칠레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4-5. 파나마
1) 파나마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파나마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4-6. 페루
1) 페루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동향
2) 페루 의료기기 기업동향
4-7. 콜롬비아
1) 콜롬비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콜롬비아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4-8. 과테말라
1) 과테말라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과테말라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 동향
5.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의료기기 시장동향
5-1. 아랍에미리트(UAE)
1) 아랍에미리트(UAE)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아랍에미리트(UAE)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2) 시장전망
3) 아랍에미리트(UAE) 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5-2. 사우디아라비아
1)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2)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수입동향
3)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기기 주요 기업동향
5-3. 이집트
1) 이집트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의료기기 정의 및 분류
(2) 시장동향 및 전망
2) 이집트 의료기기 수출입 동향
(1) 수입동향
(2) 수출동향
3) 이집트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수입현황
(3) 경쟁 및 유통동향
5-4. 이란
1) 이란 의료기기 시장개요
(1) 시장동향
(2) 품목별 동향
2) 이란 의료기기 수입동향
5-5. 남아프리카공화국
1) 남아공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품목별 시장동향
(4)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남아공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3) 남아공 의료소모품 및 영상진단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동향
(3) 주요 기업동향
5-6. 케냐
1) 케냐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케냐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3) 케냐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수입동향
(2) 경쟁 및 유통동향
5-7. 나이지리아
1)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동향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나이지리아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8. 수단
1) 수단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수단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9.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주요 기업동향
(3)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에티오피아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10. 가나
1) 가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가나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11. 탄자니아
1) 탄자니아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탄자니아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12. 코트디부아르
1) 코트디부아르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코트디부아르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5-13. 모잠비크
1) 모잠비크 의료기기 시장동향
(1) 시장개요
(2) 유망제품 및 유통구조
2) 모잠비크 의료기기 수입동향
(1) 수입 시장동향
(2)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3) 모잠비크 진단시약 시장동향
(1) 시장규모 및 동향
(2) 수입 시장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