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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RTM Diagnostics LLC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Cheraneva Alexandra / Project Manager

연락처 +7-964-593-49-45

이메일 sandre2008@yandex.ru

수요기술

기술개발 희망 제품

1) Passive Multichannel Microwave Radiometer for dynamic 3D

visualization of the internal tissue temperature

멀티채널 마이크로파 주파수를 통해 인체에서 방사능을 측정 할 수 

있고 내부 조직의 3D 온도를 재구성 할 수 있는 장치를 설계 할 계

획임. 전통적인 단일채널 마이크로파 복사계는 안테나 아래의 체적 

평균 온도 (방사 온도)만 측정 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유방암 검

출, 뇌졸중 위험 탐지, 뇌졸중 치료 중에 뇌 온도를 모니터링 할 때 

사용 할 수 있음.

회 사 명 Medical Computer Systems (MECOS)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Vladimir Medovyy / CEO

연락처 +7 (495) 961-18-24 / +7-916-605-09-13

이메일 info@mecos.ru

수요기술

수출 희망 제품

1) Automated scanning optical microscope

생체 물질 분석을 위한 자동화된 스캐닝 광학 현미경임. 이 기술은 

최신 아날로그 제품보다 더 진보된 주요 특성을 가진 스캐너를 생

산할 수 있게 함.

① RTM Diagnostics LLC

② Medical Computer Systems (M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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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HEM LTD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Stanislav Akhmatov / Head of Logistic Department

연락처 +7 (495) 612-43-12 / +7-926-117-98-84

이메일 s.ahmatov@hemltd.ru

수요기술

수입 희망 제품

1) MALDI-Tof MS technology

기질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 질량분석법에 사용되는 약이온화 방법 

중 하나. 단백질, 당과 같은 생체 분자를 포함하여 유기물의 거대분

자를 이온화시켜 분석에 용이하게 한다. 이온화는 레이저광선을 이

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사용하는 기질(Matrix)은 생체 물질을 레이

저광선에 의한 직접적인 파괴를 막고, 증발(Vaporization) 및 이온화

를 가능하게 한다.

수출 희망 제품

1) Flexistrip spreading spatulas

특수 등급의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서 손과 손가락의 절단을 방지

함. 유연한 디자인으로 혈액 세포를 파괴로부터 보호함. 말라리아 

검진 및 일상 혈액 분석에 최적임.

2) 페트리 접시 또는 샬레

수입된 고품질 자재 및 국내(러시아) 원자재를 이용하여 청정실에서 

생산. 2003년 ISO 13485 인증. 생산된 모든 제품들은 의료 제품 

(IVD)으로 러시아에 등록됨.

3) 대변 기생충 집중기 (Fecal Parasite Concentrator)

충란, 유충, 원충 낭포, 콕시듐 오우시스트, 미포자충 포자를 검출하

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진보된 장치임.

4) Thermal bags, thermally insulated containers

6 ~ 48리터까지의 용량을 가졌으며 콜드 팩이나 뜨거운 팩 사용 가

능. 가볍고 편안함. 내부 단열 챔버를 청소할 때 쉽게 제거 할 수 

있음.

③ HEM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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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utoclave Bags With Sterilization Indicators

살균 표시기가 있는 오토클레이브 백. 특수 등급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며 용량은 8리터 ~ 104리터까지임. 플렉스 인쇄로 된 열에 민감

한 멸균 표시기로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움. 소각 공정의 제거로 환

경에 피해를 주지 않음.

6) Enterobiasis SAMPLING & TEST Kit

이 키트는 유리 막대 대신 접착제가 코팅된 주걱을 이용하는 수정

된 기술을 사용함. 키트는 라벨 스티커가 달린 운송 용기와 투명한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주걱으로 구성되며 수성 접착제로 코팅되어 

있음.

회 사 명 Grand Krio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Vladimir Shuppo / CEO

연락처 +7 (495) 290-42-59 / +7-985-991-47-50

이메일 mail@icequeen-cryo.com

수요기술

수출 희망 제품

1) Cryocapsule ICEQUEEN

냉동 요법을 위한 장비

특장점

- 냉동 요법 자료를 4~5회 받을 때 액체 질소를 35리터만 소비 함

- 리프팅 전기 플로어 및 챔버 내부의 소음 감소

- 러시아에서 설계 및 제조함

- 모든 설치가 자동화로 이루어짐

④ Grand Krio



유럽·러시아·아시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4 -

회 사 명 Rusofarm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연락처 +7 (499) 129-51-00 / +7 (499) 129-51-22

이메일 info@rusopharm.ru

수요기술

수출 희망 제품

1) 바디 항균 젤 “Eksalet”

병원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장기간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으로 염증,

가려움증, 벗겨지기 쉬운 피부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짐. 살균 효과,

재생 작용,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피부의 가려움증과 홍조를 없애는 

데에 효과적.

2) Hydro Gel "Eksalet“

상처를 치유하는 항생제 젤. 장기간, 그리고 확실하게 상처를 감염

에서 보호함. 이 제품은 아래와 같은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함: 욕창,

위궤양, 수술한 후 남은 상처, 무좀, 화상 등.

3) 상처 치유 및 항균 기능성 물티슈 "Eksalet“

장기간, 그리고 확실하게 상처를 감염에서 보호함. 하이드로 젤이 

함침 된 소독 냅킨의 독특한 구성은 상피를 자극하고 상처의 신속

한 치유를 촉진.

⑤ Ruso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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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Latemi

소 재 지 러시아 모스크바

담당자 정보 Kseniya Rusinova

연락처 +7 (495) 181-61-12

이메일

수요기술

수출 희망 제품

1) 박막을 베릴륨, 나노 베릴륨, 다공성 베릴륨에서 제조하는 기술 

2) 경질 합금으로 된 도구의 고속 절단을 위한 공작기계

3) 파면 센서를 기반으로 대형 거울의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기구

⑥ Latem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