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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회사 개요  

(유) «AspaSIA LTD»는 2006 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진단, 진료 및 회복용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음. 전국의 각 지역 별 100 군데의 의료 및 요양 기관에 의료 기기를 공급하였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미국 Woodway 회복용 의료기기 

스위스 Hocoma 회복용 의료기기 

영국 Chattanooga UHF (극초단파)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기, 쇼크웨이브 

테라피 기기, 레이저 치료 

기기, 정형용 견인장치 

러시아 MedTeKo 자기 치료기 

독일 Zimmer MedizinSysteme 레이저 치료 기기, 전기 치료기 

대만 FMH medical&health 회복용 기기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7) 394-72-12, +7 (727) 317-00-58 

+7 (727) 394-76-29; info@aspasia.kz 

주소: 알마티 시, 디미랴제바 거리, 53 번지, 아파트 1,3 

담당자: 카밀라 (kamila@aspasia.kz) 

웹사이트:  http://catalog.aspasia.kz/ 

http://catalog.aspasia.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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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MedRug  

 

 

 

 

회사 개요 

SonoScape Medical Corp. PRC.회사의 위탁 받은 유통업체와 위임 대표 회사임.  

SonoScape Medical Corp. PRC.회사는 초음파 치료기기, 비디오 내시경검사 장비와 의료 

기구를 생산하는 회사임. SonoScape 사는 2001 년에 설립되었고, 주로 중국에서 생산시설을 

두어 운영하고 있음. 

제품 

초음파 검사 장비 

이동식 장비: 

   

고정식 장비: 

     

내시경 검사 장비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 연락처:   +7 700 192-99-11,  

• +7 775 193-99-11, info@medrug.kz  

주소: 알마티 시, 띠미랴제바 거리 42 번지, 

사무실 213 

웹사이트: www.medrug.kz  

 

http://www.medrug.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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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Vitanova 회사                    

 

 

 

회사개요 

Vitanova 회사는 1996 년에 설립되었음. 본 회사는 다양한 장비, 세동 제거기, 소모품, 

진단시약, 효소면역분석 및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기, 생화학적 스크린, 실험 연구 품질 관리용 

자재 등을 공급하고 있음. 

제품 

효소면역분석 (EIA) 기계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기 (PCR)  

 

 

 

생화학적 기계 

 

 

혈침 검사 장비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12) 92-22-04,  

+7 (7212) 92-22-05, info@vitanova.kz 

주소: 카라간다 시,  레니나 거리, 71 번지 

웹사이트: https://vitanova.kz/ 

https://vitanova.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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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Surgicare Kazakhstan 회사   

  

회사개요 

Surgicare Kazakhstan회사는 2012년초에 설립되었음. 회사의 주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양한 프로파일의 의료기관에 주요 글로벌 생산업체의  수술장비 및 소모품 공급; 

• 유지보수; 

• 사회-과학적 활동; 

• 전문 분야의 전시회와 컨퍼런스 주최 및 참가; 

• 과학상의 논문 게재   

회사는 2014 년부터 카자흐스탄 보건의료 협회의 회원임. 

제품 («Surgicare catalog» 별첨 참조)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대한민국 Daiwha Corp., Ltd. HFSE, 시린지 펌프, 초음파  수술  

시스템 

대한민국 JW medical 신생아 히터, 무영등 과 수술대, 

산부인과 시험 의자, 흡인기 

대한민국 RENOSEM CO. 

LTD 
소독기 

프랑스 Vectec 캐뉼라, 해부 기구, 수술용 바늘, 

겸자, 투관침, 시저스 

미국 SonoSite, Inc. X-PORTE, 초음파 의료기기 

독일 Metrax GmbH 세동제거기 

스위스 Belimed 소독기, 소득 세척기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관심 있음.  

연찰처: 8 727 333 55 77, info@surgicare.kz 

주소: 알마티 시, 카라사이 바트르 거리, 152/1 번지 

웹사이트: https://surgicare.kz/ 

https://surgicare.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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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ORDAMED 회사    

 

회사개요 

ORDAMED 회사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의료 기기를 

유통-공급하고 있음. 미국, 독일, 한국, 네덜란드, 일본 등과 같은 국가의 78 개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업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6 개국에서 지사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스위스 IMT Medical 인공심장폐장치 

대한민국 Sometech 비디오 질경 검사기, 외과용 칼, 전기수술기 

독일 Atmos  비디오 질경, 자궁경, 산부인과 멀티미디어 시설, 산부인과 

시험 의자, 진공분만 장치, 흡인기, 연기 제거 시스템,  

대한민국 JW medical 산부인과 시험 의자, 인큐베이터와 신생아 히터, 생약 램프, 

흡인기, 수술대 

대한민국 Bionet 태아 모니터, 환자 모니터, 펄스옥시미터, 심전계 

대한민국 Ami Inc 레이저 시스템 

독일 SIGMA Medizin-

Technik GmbH 
다기능 컴퓨터 시스템 NEUROWERK EMG, 뇌파 전위 기록 

장치 

대한민국 SG HealthCare Co.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이탈리 Villa Sistemi 

Medicali 
디지털방사선촬영기 

스위스 Belimed 소독기 

대한민국 RENOSEM CO. 

LTD 
플라스마 소독기 

네덜란드 EnrafNonius 회복, 레이저, 마이크로파, UHF, 견인, press-, 전기 및 

초음파요법, 진공 전극 모듈,  

독일 MGB 

Endoskopische 

Geräte GmbH 

내시경 카메라, 복강경 수술장비, 감별진단 장비, 대물, 펌프, 

스탠드, 모니터, HFSE, 지문 현출기, 광원 

대한민국 Daiwha Corp., Ltd. HFSE,  

프랑스 Vectec 투관침, 겸자, 시저스, 수술용 바늘, 캐뉼라, 정형용 견인장치 

대한민국 Samsung Medison 초음파 검사 장비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7) 270 70 72, info@ordamed.kz 

주소: 알마티 시, 두이세노바 거리, 25/202 번지 

웹사이트: https://ordamed.kz/ 

mailto:info@ordamed.kz
https://ordamed.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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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Neomedrem 회사   

 

 

회사개요 

Neomedrem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은 의료기기와 실험 장비를 공급, 판매 및 유지 보수 

활동임. 

본 회사의 주요 주문자는 카자흐스탄 국가기관 및 사립의료기관임. 본 회사는 자체 창고를 

보유해 운영하고 있고, 유지 보수팀이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슬로바키아 Chirana 마취기구, 인공호흡기,  

영국 BLT Pressotherapy 장비, HF 열요법 장비, 전기 및 초음파요법 

장비, 레이저처리 장비, 자기요법 장비, 쇼크웨이브 치료 

장비, 파라핀욕, 견인 침대, 폐활량계, 홀터 모니터 

스위스 Ardo Medical AG 인큐베이터 및 신생아의 인공호흡기,   

인큐베이터 및 신생아의 인공호흡기, 방사열 램프, 

광방사치료 램프,  

영국 SLE Limited 신생아의 인공호흡기  

러시아 PONI 네가토스코프 negatoscope) 

중국 Rayco (Shanghai) 

Medical Products 

Company Limited 

디지털방사선촬영술, 의료 프린터 

스페인 TRANSCOM 창자 세척 장치, 수 치료법 장비, 일회용 직장 팁  

러시아 MedTeKo 자기요법 장비 및 UHF 요법 장비, 쿼츠 머큐리 방사선 

조사 장치  

중국 Mindray 초음파 검사법 스케너 

러시아 Aksion 심전계, 광선 요법 반사경, 세동제거기 

벨로루시아 Visma-planar 흡입 장치, 휴대용 의약품투입펌프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172) 22-36-01, info@neomedrem.kz 

주소: 아스타나 시, 레프시 거리, 42/1 번지, VP1 

담당자:  

웹사이트: http://neomedrem.kz/ 

http://neomedrem.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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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TND 회사   

 

 

 

회사개요 

본 회사는 2003 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장비를 유통-판매하고 있음. 또한 유지보수, 

수리 및 기술 유지함.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네덜란드 Philips MRI, CT, 세동제거기, PET-CT, 혈관 촬영법, X-

RAY 진단법 , 초음파 진단 시스탬, 환자 모니터, 

태아 모니터, 호흡기, 수술용 투지조영장비, 

엑시머 레이저 시스템, 내막지수 

미국 Bayer Medical Care 

Inc. 
인버터 주사기 

핀란드 Planmed 유방촬영용 X-선장치 

카자흐스탄 (유) «KSCPLAST» 의료용 침대 

미국 Respironics, Inc 기계적 기침유발기 

미국 Civco 생체검사기구세트  

영국 Penlon Limited 마취 호흡 보조기 

미국 C. R. Bard VABB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7) 250 71 94, info@tnd.kz 

주소: 알마티 시, 라임베까 거리, 169 번지, 4 층; 

웹사이트: https://www.tnd.kz/  

https://www.tnd.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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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Medilux 회사  

 

 

 

회사개요 

본 회사는 가장 잘 알려진 의료장비 생산업체와 협력하고 있음. 

제품 (카탈로그 별첨 참조)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스위스 Schiller AG 심전계, 세동제거기, 인공 심폐 장치,  

미국 Phillips Medical Systems 

(Cleveland), Inc 
CT, X-ray,  

이탈리 General Medical Merate 

S.p.A. 
X-ray system,  

독일 SECA Gmbh & Co. Kg. MBCA (Medical Body Composition 

Analyzer), 계량기기, 계량기기, 프린터  

이탈리 I.M.D International Medical 

devices S.p.A. 
이동식 X-ray 기계 

독일 Bosch+Sohn GmbH u. Co. 

Kg 
혈압계, 온도계 

아일랜드, 

미국 

Covidien llc 인공호흡기, 전기 수술기구, 연기 흡입기, 

투관침, 캐뉼라, 수술용 바늘, SILS 

일본 Atom Medical Corporation 흡입기, 댐퍼, 인공호흡기, 흡수펌프, 

인큐베이터, 광선 요법 기계, 도플러,  

인공호흡기 

미국 CRITICARE Systems Inc 환자 모니터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7) 261 1482, info@medilux.kz  

주소: 알마티 시, 꾸르만가즈 거리, 48А 번지, 오피스 407 

웹사이트: http://www.medilux.kz/ 

mailto:info@medilux.kz
http://www.medilux.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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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Med Concept Service» 회사  

 

회사개요 

(유)«Med Concept Service»회사는 1974 년에 설립된 «Med-Concept Europe S.A»(벨기 

회사)의 지점 중 하나임. 본 회사는 의료기관에 E2E 프로젝트를 실시함. "MedConcept 

Europe" 사는 중앙아시아에서 1992 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Dräger 사의 독점 

판매자, 잘 알려진 트레이드 마크의 공식판매권자임.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독일 Dräger Medical GmbH 마취 호흡 보조기, 인공호흡기, 모니터, 램프 및 

비디오카메라,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광방사 치료 램프, 

황달측정기, 콘솔 및 전기 공급 시스템 

일본 Terumo 주입펌프 및 시린지 펌프 

스웨덴 Alteco Medical AB LPS 흡착기 - 그람 음성 균에 의한 패혈증 치료 

독일 GambroRostockGmbH 인공간 - MARS 시스템 

독일 Starmedtech 수술적 레이저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27) 264-64-45, 264-23-70, 264-14-29, 264-

41-55  

담당자: 데니스 (프로젝트 이사) - 87781100628, 

87772136703 

웹사이트: http://medconceptservice.kz/ 

 

http://medconceptservice.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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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Adamant group» 회사  

 회사개요 

(유)«Adamant Group»사는 2004 년 영업활동을 시작하였음.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은 

의료기기와 실험 장비를 공급, 판매 및 유지 보수 활동임. 또한 특별 서비스 센터가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중국 Zoncare 초음파 스캐너 

중국 Shenzhen Mindray 

Bio-Medical 

Electronics Co. Ltd. 

심전계, ALV 시스템, 환자 모니터, 세동제거기, 분석기, 

램프, 수술대, 마취 호흡 보조기, 펌프 

영국 BTL 심전계, 자기요법, 복합 치료법, 초음파, 레이저, 

소크웨어 치료법,  

러시아 Matrix 레이저 치료법 

러시아 Фотек HFEU(고주파 외과 장치) 

미국 Richard Wolf 관절경 수술 기구, 바이폴라 절제경 , 양막 내시경, 

modular tool, 카메라, 내시경, 직장경,  일렉트로드, 

diskokop, 바이폴라 절제경 ,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27) 225 88 50, med@adamant.kz 

주소: 알마티 시, 솔로도브니꼬바 거리, 21-E 번지, 오피스 327 

웹사이트: https://adamant.kz/  

https://adamant.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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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Kazmedial»회사  

회사개요 

(유)«Kazmedial»회사는 2012 년에 설립되었음. 본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은 의료기관에 제반 

필요한 기구, 장치, 의료기구와 소모품을 공급하는 데에 있음. 대부분의 장비는 창고에 

입고되어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라시아 Med TeKo UHF 기계, 초음파요법 기계, 자기요법 장비, 쿼츠-머큐리 

방사선 조사 장치,  자극 장치 및 전기 요법 장치, 자광선 장치 

및 Ultradar 요법 장치 

스위스 B.Well 흡입기 

인도 MEDALL Bioptron 

러시아 FOTEK HFEU(고주파 외과 장치)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침껜트 시, 젤톡산 거리, 152 а 번지 

담당자: 삭데에바 넬랴 만수로브나 ninel9997@mail.ru  

웹사이트: http://kazmedial.kz/ 

mailto:ninel9997@mail.ru
http://kazmedial.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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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Zalma» 회사   

 

 

회사개요 

Zalma Ltd 회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잘 알려진 생산업체의 의료, 과학 기계 및 소모품을 

유통하고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미국 One Lambda 이식 장치 (분석기, 판독 장치 등) 

미국 Thermo Fisher Scientific NGS- 배열 결정장치, 서모사이클러, 유전 분석기, 배열 

결정장치, 마이크로 칩 시스템, 형광 광도계, 전자 PCR 

시스템, 냉장실, 마이크로원심분리 

영국 Pulsair 안입안압계,  

일본 Ajinomoto Trading Inc 자동검안기, 세극등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7 (727) 374-35-70, info@zalma.org  

주소: 알마티 시, 보겐바이 바트르 거리, 305a 번지 

웹사이트: https://zalma.org/ 

https://zal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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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Alians-Medica» 회사  

 

   

회사개요 

회사는 2003 년부터 의약품, 의료용 제품, 실험실 설비와 가구를 공급하고 있음. 

제품 (카탈로그 별첨 참조)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러시아 Ferroplast Medical  정수기, UV 카메라, 소독기, UV 순환장치, 욕조 

러시아 POZiS 냉동고, 방사선 조사 장치,  

러시아 Concern Aksion 세동제거기, 방사선 조사 장치, 심전계 

러시아 카시모브스키이 기구 공장 UFK 카메라, 진공 게이지, 소독기, 온도 조절 

장치 

러시아 비상장주시회사 "ZAVOD 

EMA" 

방사선 조사 장치, 램프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232) 49-29-67 

주소: 우스띠까메노고르스크 시, 바조바 거리,  

333/1 번지 

담당자: 나탈리야 (n.shaginova@a-medica.kz) 

웹사이트: https://a-medica.kz/ 

mailto:n.shaginova@a-medica.kz
https://a-medica.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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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MedHouse Kazakhstan»  회사       

 

회사개요 

MedHouse Kazakhstan 사는 2010 년에 설립되었음. 본 회사는 MedPack Swiss Group 

(스위스 회사)의 계열관계 회사임. 14 군데의 지역 별 대표사무소, 카자흐스탄 내 83 군데의 

서비스 센터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제품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영국 Gamma 안압계, 분무기, 전기 온도계 

스위스 Dr Frei  안입안압계, 분무기, 전기 온도계, 붕대 

스위스 Med textile 붕대, 탄성 붕대 

스위스 Bionime 혈당측정기, 딥 스틱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172) 97 82 70, office@medhouse.kz 

주소: 아스타나 시, 마일리나 거리, 4/1 번지, 오피스 208 

웹사이트: http://medhouse.kz/ 

http://medhouse.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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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Global Medical»  회사  

 

 

 

회사개요 

(유)«Global Medical»회사는 2011 년부터 영업활동을 시작하였고, 의료기기 생산 유통 

업체의 독점적이고 공식판매권자임.   

생산국가 생산업체 품목 

중국 Shenzhen mindray bio-

medical electronics co., 

ltd 

면역 표현형 분석 시스템, 분석기, 코어귤로미터, 

초음파 검사 시스템, 인공호흡기, 세동제거기, 마취 

호흡 보조기,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수술대, 램프  

중국 Beijing aeonmed co.,ltd. 인공호흡기, 마취 호흡 보조기,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수술대, 램프 

일본 Nihon kohden 세동제거기,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 

대한민국 Cu medical systems, inc. 세동제거기 

중국 General meditech,inc. 환자 모니터 

중국 SIUI  초음파 검사 시스템 

이탈리 GENERAL MEDICAL 

MERATE S.P.A 
X-ray-검사 시설 

중국 NEUSOFT MEDICAL CT  

독일 BIOTRONIK SE & CO. 

KG 
심장 흥분제, ICD, 일렉트로드, 카테테르 

 

 

 

 

 

한국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 

연락처: 8 727 253 07 00, info@globalmedical.kz 

주소: 알마티 시, 브루실로브스꼬고 거리, 163 번지, 

오피스 581 

웹사이트 т: http://www.globalmedical.kz/ 

http://www.globalmedical.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