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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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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TRI
(6) 고려대
(7) EPFL/LSBI
(8) TUM
(9) University of Connecti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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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iversity of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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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UTURE사업(생체 분해성 봉합사)
② DENTAL사업(치과용 충전재)
3-2. 한스바이오메드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동향
① 피부이식제품
② 뼈이식제품
③ 실리콘제품
(3) 신규사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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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① 척추고정장치
② 척추통증 치료용 미세침습 의료기기
③ 골절치료장치
④ 생체흡수성 금속 임플란트
⑤ 골대체제 사업
⑥ 심혈관용 스텐트
3-4. 오스코텍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① 치과용 뼈 이식재 사업

② 치과용 멤브레인 사업
(2) 주요 제품현황
3-5. 옵티팜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① 메디피그 사업
② 이종장기 부문
(2) 주요 제품현황
3-6. 바이오솔루션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① 세포치료제
② 배양 인체조직 모델
3-7. 오스테오닉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3-8. 테고사이언스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① Holoderm
② Kaloderm
③ Rosmir
④ Neoderm
⑤ TPX-114/115
3-9. 나이벡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① 치과용 골이식재
②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③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3-10. 아퓨어스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3-11. 에이치엘비생명과학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현황
3-12. 엠젠플러스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동향
3-13. 제넨바이오
1) 업체개요
2) 주요 사업동향
(1) 사업현황
(2) 주요 제품동향

Ⅲ. 바이오 인공장기 관련자료 및 통계
1. 장기이식 및 관련자료
1-1. 장기기증 통계
1) 전체
2) 뇌사 기증자
3) 생존시 기증자
(1) 신장
(2) 간장
4) 장기등 기증희망자 현황
5) 주요 국가별 장기기증 및 이식현황
(1) 장기기증
(2) 장기이식
1-2. 장기이식 통계
1) 전체 이식
2) 뇌사이식
(1) 신장
(2) 간장
(3) 췌장
(4) 심장

(5) 폐
3) 생존시 이식
(1) 신장
(2) 간장
4) 이식자 생존률
(1) 이식자 생존율 전체
(2) 뇌사 이식자 생존율
① 신장
② 간장
③ 췌장
④ 심장
⑤폐
(3) 생존시 이식자 생존율
① 신장
② 간장
5) 이식자 평균 대기시간
(1) 신장
(2) 간장
(3) 췌장
(4) 심장
(5) 폐
6) 장기이식대기자
(1) 장기이식대기자 현황
(2) 장기이식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
7) 이식의료기관별 세부 장기이식 현황
8) 장기이식 관련 인포그램(2009~2018)
1-3. 안구기증 및 이식 통계
1) 안구기증
(1) 안구 기증자 전체
(2) 뇌사 안구 기증자
(3) 사후 안구 기증자
2) 안구이식
(1) 안구이식 전체
(2) 뇌사 안구이식
(3) 사후 안구이식
3) 안구이식대기자
1-4. 장기이식관련 기관(2019. 10.)
1) 장기이식 등록기관
2) 장기이식 의료기관
3) 뇌사판정 의료기관

4) 장기구득기관
5) 뇌사자관리 전문의료기관
1-5. 인체조직 기증
1) 인체조직 기증
(1) 전체
(2) 뇌사 조직기증자
(3) 사후 조직기증자
(4) 생존시 조직기증자
2)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3) 인체조직 승인 및 허가현황
(1) 인체조직 수입조직승인현황
(2) 조직은행 허가현황
4) 인체조직 관련기관
1-6. 골수･말초혈･제대혈 기증 및 이식
1) 골수･말초혈 기증 및 이식
(1) 골수･말초혈 기증
(2) 골수･말초혈 이식
2) 골수이식자 생존율 및 대기시간
(1) 생존율
(2) 골수 이식자 평균 대기 시간
3) 골수기증희망자
4) 골수･말초혈･제대혈 이식대기자
5) 제대혈 등록 및 이식
6) 조혈모세포 및 제대혈 등록기관
2. 의료기기 및 관련자료
2-1. 의료기기 수급실적 및 시장동향(2018)
1) 의료기기 수급실적(2018)
(1) 생산실적
(2) 수출입실적
(3) 시장규모
2) 품목별 수급실적(2018)
(1) 상위 30위 생산품목
(2) 상위 30위 수출품목
(3) 상위 30위 수입품목
3) 국가별 수출입실적
2-2. 의료기기 통계(2018)
1) 의료기기 산업통계
2) 의료기기 생산통계
(1) 생산실적 개황

(2) 품목별 생산 실적
3) 의료기기 수출입 통계
(1) 수출입실적 개황
(2) 품목별 수출입 실적
(3) 지역별 수출입 실적
4) 의료기관별 세부 의료기기 보유현황(2019. 6.)
2-3. 보건의료인력/시설 및 질병현황
1) 보건의료인력 현황
2) 보건의료시설 현황
3) 다빈도 질병 심사실적
4) 악성신생물 심사실적
2-4. 바이오산업 수급동향
1) 바이오산업 수급현황
(1) 바이오산업 전체 수급동향
(2) 바이오산업 분야별 수급동향
(3) 바이오산업 지역별 수급동향
2) 바이오산업 부문별 국내판매 및 수출입 현황
(1) 국내판매 현황
(2) 수출 현황
(3) 수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