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질환 모델 유효성 평가 플랫폼,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기업명 (주)CiSTEM

대표자 주지현

주  소 서울시 중구 칠패로 36 봉래빌딩 / 부설연구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연락처 010-5702-0430(담당자 : 김예나)

E-mail kyena0430@cistem.com (Homepage : http://cistem.com/)

기술 및 
제품소개

1. Customized iPS cell line 제작 및 품질검증

- 소개 : Sendai virus를 이용한 iPS cell line 수립 및 품질검증 특성분석 서비스 제공. 

2. 면역질환 모델링 및 유효성 평가 플랫폼

-   소개 :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질환 유효성 평가 플랫폼 서비스(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Systemic sclerosis, Sjogran syndrom, Osteogenesis imperfecta 등)

3. Human leukocyte antigen(HLA) 동형접합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 “MIUChon, 

MIURon, MIUKin”

- 소개 : 유도만능줄기세포유래 연골세포치료제(MIUChon)

-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피부 조직(MIUKin)

-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 치료제(MIURon)

- 글로벌 iPSC 시장은 연평균 20%이상 성장. 

- 다빈도 동형접합 HLA 유도만능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치료제의 의학 및 경제적 가치 증가

(주)CiSTEM은 임상면역학(Clinical immunology)과 줄기세포(Stem cell)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유도만능줄기세포 응용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두는 회사입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주요연혁

201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소재 주식회사 

CiSTEM 창립

2018.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9.0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선정

2019.05

티앤알바이오팹-CiSTEM 
희귀 면역질환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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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진행과제

주관기관 사업명 과제명 비고

한국학술진흥재단 
(KRF)

신진교수지원
(기초과학분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통한 파골세포의 활성화 
기전연구와 류마티스관절염의 관절 및 뼈파괴 
매커니즘 규명

과제 
종료

한국과학재단 
(KOSEF)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기본연구지원사업

IL-1의 TH17에 의한 파골세포분화증가 매개효과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 

개발사업
항종양괴사인자 기반 이중특이 항체(bispecific 
antibody)를 이용한 자가면역질환 치료기술 개발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 

개발사업
단 백 체  분 석 을  위 한  면 역 질 환  시 료  확 보 와 
동물모델을 이용한 검증

과제 
종료

한국연구재단(NRF) 신진연구지원사업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한 
환자특이 인간화자가면역 마우스모델개발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술료사업
초대세포 확보, 배양 및 유도만능줄기세포 제작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도형특성화
연구개발사업

CCP 항원 검출 전략을 이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키트 개발

과제 
종료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 

용역사업
한국인을 대변하는 초대배양세포 확보와 동형접합 
임상등급 전분화능줄기세포주 개발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상연구인프라 

조성사업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명되는 희귀·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 교정 및 편집 기반 줄기세포 
치료기술개발 전략 수립

과제 
종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
유도만능 줄기세포유래 주사용 연골세포 micro beads 
골관절염 치료제 개발

수행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의료  

기술개발사업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주사주입이 가능한 유리연골 
스페로이드 개발

수행중

특허(출원)

출원번호 출원일 명칭 출원인

10-2017-0009009 2017.01.19.
전임상단계 동형접합 백혈구 항원형 유도 
만능줄기세포유래 연골세포 분화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10-2018-0072875 2018.06.25.
인간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연골세포의 
펠렛을 제조하는 방법 및 이의 용도

주식회사 
씨아이에스티이엠

10-2018-0172694 2018.12.28. 전신경화증 질환 모델 및 이의 용도
주식회사 

씨아이에스티이엠

10-2019-0021901 2019.02.25.
랄 록 시 펜 을  유 효 성 분 으 로  함 유 하 는  전 신 
경화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주식회사 
씨아이에스티이엠

특허(등록)

등록번호 등록일 명칭 출원인 발명인

10-1458100 2014.10.29.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키트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10-1432246 2014.08.13.
메포민을 포함하는 자가면역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PCT/KR2014/ 
008324

2014.09.04
인간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 및 이를 이용한 인간의 
면역계가 발현된 동물 제조 방법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10-1510302 2015.04.02.
ＩＬ-６ 수용체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가 생성 
되도록 미니서클 벡터를 통해 형질전환된 
줄기세포 치료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10-1510830 2015.04.03.
생리활성 단백질을 발현하는 미니서클 벡터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10-1510831 2015.04.03.
항 ＩＬ-６Ｒ 및 ＴＮＦＲ２을 포함하는 이중특이적 
단백질을 발현하는 미니서클 벡터를 포함 
하는 줄기세포 치료제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US 9347941 B2 2016.05.24.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키트(국제출원)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지현

R&D 파이프라인 
및 특허 인증·
인허가 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스템셀 네비게이터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업명 ㈜바이오트코리아

대표자 장영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6

연락처 062-973-0712

홈페이지 www.biotinc.com

㈜바이오트코리아는 2017년 7월에 창업하여, 연구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았으며 

2018년 팁스프로그램 등 여러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프론티어 벤처기업으로 회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템셀 네비게이터 

당사가 개발하는 스템셀 네비게이터 (Stem Cell Navigator®) 시스템은 최소침습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생착을 가능하게 하여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 후 회복기간을 줄여 

난치성 질환의 직/간접적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특징] 

스템셀 네비게이터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전자기 유도장치 (EMA, Electro-magnetic 

Actuator), 착용형 고분자 지지체 고정장치 (Wearable magnet device) 와 의료용 고분자 

지지체 (micro-scaffol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시장은 근본 치료보다는 통증완화에 집중되고 있으며, 병변이 심한 경우에 한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최근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조직 재생 방법이 시장에 도입되었으나 수술이 수반되어 대중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템셀 네비게이터 시스템은 현재 줄기세포치료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최소침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기존 줄기세포기술과의 

경쟁을 넘어 윈-윈할 수 있는 협업 체계 구축이 가능한 기술임. 기술적 관점에서는 ETH (스위스), 

히로시마대학교 (일본), Sigma Genetics (미국) 등에서 외부자기장 구동장치를 이용한 세포전달 

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연구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차별성 및 
시장현황



현 기술 관련 특허 10종 등록 및 출원 및 식약처 인허가 진행 중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차별성 및 
시장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IOT무릎연골보호대를 통한 질병예측 서비스

기업명 ㈜와키

대표자 조문국

주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82, 924호

연락처 010-8700-7231

홈페이지 www.waki.co.kr

주)와키는 2014.10월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기능성 무릎보호대를 개발하고, 2018.05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IOT무릎보호대를 통한 질병예측 전문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IOT무릎보호대 “와키”

- 소개 : 걸음걸이를 통한 질병예측서비스

출원번호 :10-2018-0119564,  출원일 : 2018. 10. 08.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멸균기능 수액세트

기업명 (주)힘쓰

대표자 황영모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8길 5 (현대오피스텔 B101)

연락처 010-6528-3050

이메일 duendu@empas.com 

(주)힘쓰는 지난 2016년 창업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개발를 위해 100,000Class 수준의 

클린룸을 만들었고, 감염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액세트에 사용되는 부분품 3way stopcock에 필터가 내장되도록 제품을 개발하여 약물주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유리파편, 고무/플라스틱 잔재등을 여과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물을 

주입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각각 0.2㎛, 0.5㎛ filter가 내장되어 있어 각 Line별로 여과되어 지속적인 여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1.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수액세트에 자사의 Free 3Way Stopcock를 결합시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함.

2.  0.2㎛ Filter가 내장 된 3Way Stopcock는 전 세계에 개발 된 제품이 없음.

3.  수입하여 사용하는 의료용 여과기 필터인 고가의 멤브레인 필터를 수입 대체하여 비용절감으로 

환자의 부담 감소.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mockup 제작 → 시제품생산 → 금형개발 

→ 제품생산

특허출원번호 : 10-2018-0049519

차별성 및 
시장현황

[시장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US-guider (초음파유도주사장치)

기업명 스페이드(주)

대표자 손문호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39

연락처 042-824-2442

홈페이지 www.usguider.com

임상의사가 개발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에서 제품화하였으며 의료기기를 

전문 기획 생산하는 벤처기업임.

임상 의사가 개발하고 알피니언사에서 제품화한 상품으로 감각에 의존하던 

초음파 유도하 시술을 쉽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밀 유도 시술 보조 

장치로 개발된 US-guider 임.

초음파 트랜스듀서 일체형 정밀 주사 장치

환자 간의 교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트랜스듀서 시스를 사용하십시오. 

본 카탈로그에는 설명상의 편의를 위해 예시 이미지에 트랜스듀서 시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MKT-UG-TS-PC-E1702-V1.0

알피니언 메디칼시스템(주)

0839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72, 베르디타워

Homepage  www.alpinion.co.kr
E-mail sales_department2@alpinion.com
TEL 02-3282-0903
FAX 02-851-5593

5 ㎖ 주사기 슬롯

US-Guider 본체

3 ㎖ 주사기 슬롯

정렬 검사 지그

Copyright©2017 ALPINION MEDICAL SYSTEMS CO.,LTD. All rights reserved.
카탈로그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성품



Mini-sono와 연동할 수 있는 US-guider SM type을 개발 완료하여 제품화 진행중임.

국내 특허등록 5건

미국, 중국 특허출원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기존 시술  

사용자의 숙련도에 의존도 높음

정확한 위치에 주사가 어려움

손떨림에 취약

US-Guider
주사 진입 각도, 깊이 조정이 가능하여 

숙련도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에 주사 가능

시술 안정도 향상: 니들과 함께 

지지대가 같이 움직여 주사 시에 안정감 제공

환자의 출혈 및 통증 감소

알피니언 US-Guider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에 장착하여 진단 및 시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밀 주사 보조 장치입니다.

US-Guider를 사용하여 원하는 시술을 보다 쉽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asy: 초음파 영상에 니들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운 Out-of plane 시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Safe: 사용자 숙련도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니들이 삽입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  Accurate: 초음파 모니터링을 하며 니들 깊이와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위치에 주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차별성

3.  Out of plane  방향 사용 용이

2. 주사기 장착 슬롯 제공

· 깊이 조절로  주사  타깃  위치 설정 

· 진입 각도 조절로 타깃 앞 해부학적 장애물 회피 가능

· 일반 주사기 사용 가능  (3 ㎖, 5 ㎖ 지원)

[Remote Center of Motion] [주사기 장착 슬롯]

기존 시술과의 
차별성

RCM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초음파 사용 진료과 

동물병원, 수의학과 등 

초음파를 사용하는 분야

* 알피니언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적용 가능
트랜스듀서 

L3-12 L3-12H  L3-8 L8-17H L3-12T

적용 가능 
분야 03. 정확한 타깃 주사 시술

1 cm

4 cm

37.5 ˚ 

60 ˚

02. 주사 진입 각도 조정 (37.5 ̊  - 60 ̊ )

01. 주사 진입 깊이 조정 (1cm – 4cm)

차별성 및 
시장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되는 인공고관절용 컵 제거 시스템

기업명 아이메디컴(주)

대표자 주돈수

주소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2 한림휴먼타워 612호

연락처 031-479-1156

홈페이지 http://www.imedicom.co.kr

아이메디컴에서는 정형외과수술용 전동식핸드피스, 쏘블레이드를 생산하고 신경외과의 최소침습 

의료기기를 제조합니다. 최근 개발된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 시스템은 신기술인증을 받았습니다.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에 사용되는 전동식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 시스템

·  소개 : 인공고관절 수술 후 감염, 삽입된 인공관절의 마모 등으로 고관절에 결합된 인공고관절 

비구컵을 제거하는 기술로서, 재수술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정교한 시술이 가능함

세계최초 인공고관절 재치환술용 전동 회전식 인공고관절 비구컵 제거 장치

·  인공고관절 수술 후 10~15년 이후에 재치환술을 하기 때문에 의료선진국에서 수술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컵제거 수술 건수가 연간 7만건 정도로 추정 (2016~2024 CAGR 3.9%, 

Source : TMR2016)

·  고관절 재치환술의 세계 2018 시장규모는 10억달러이며, 국내 시장은 279억원 규모 

(Orthopedic Devices[Hip Reconstruction Market/Global Data])

·  기존의 수동식으로 제거를 하였던 인공고관절 비구컵을 전동식으로 하여 쉽게 제거가 가능함

·  배터리 핸드피스와 결합하여 원위부의 블레이드를 회전시켜주어 원하는 인공고관절 비구컵을 

제거하게 됨

·  Saw Bone, Cadaver, Full Cadaver를 통하여 전임상적 테스트를 마쳤으며, 기존의 Zimmer

사의 제품보다 골 및 조직의 손상이 적고 빠르게 제거가 가능함

차별성 및 
시장현황



·  수술방의 사용료가 높은 미국에서는 전동식 제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술시간을 단축하여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음

·  노령 환자에게도 출혈, 돌발상황을 최소화 하여 수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컵 제거 시 오랜 기간 후 비구컵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착이 심하게 되어 있어 제거를 할 때 

다량의 뼈, 조직의 손실 및 괴사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사이즈의 블레이드를 이용하여 

뼈, 조직의 손실 및 괴사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추가 골절 위험을 차단할 수 있으며, 기존에 수술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

현재 양산 준비 단계로 올해 상반기 제품 양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내 특허 출원 1건, 등록 1건, 국외 미국출원 1건, PCT출원 1건, 인허가 획득(MFDS, CE, FDA), 

보건신기술 인증 획득(NET)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낙상방지 휠체어 / 수동휠체어에 적용하는 낙상방지기술

기업명 와이비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자 유영배

주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1253번길 52-45 나동 2층

연락처 070-4938-3800

이메일 www.ybsoft.co.kr

2013년 6월, 기술로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와이비소프트(주)는 의료기기 업체로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기업부설 연구소와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휠체어 안전 부품 및 신소재 적용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와이비소프트(주)의 휠체어 브레이크시스템 기술은 한국발명진흥원에 인정받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에 선정되었고, 휠체어로는 세계 최초로 보건신기술 NET를 취득하여 의료기기 업체로서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와이비소프트(주)의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은 기존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제품으로,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안전바, 벨트 등 다양한 형태로 휠체어에 적용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ar YBS

와이비소프트(주)의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된 Bar 형태의 브레이크 시스템 Bar YBS

입니다. 

Bar YBS는 Bar의 위치에 따라서 브레이크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ar는 회전이 

가능하며 Bar가 안쪽에 있으면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 Bar가 바깥쪽으로 접혀 있으면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탑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휠체어에 승하차 할 수 있습니다.

Hybrid YBS

와이비소프트(주)의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된 버클 형태로 두 가지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Hybrid YBS입니다. 

첫째, 브레이크를 안전벨트와 연동하여 벨트를 잠그면 브레이크가 해제되고, 벨트를 해제하면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둘째, 탑승 중에는 보호자가 핸드 브레이크로 휠체어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도록 개발된 

새로운 기술입니다. 

Bar를 사용하여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Bar의 위치로 바퀴 고정 유무를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벨트와 핸드 브레이크가 연동되어 Hybrid YBS를 제어합니다.



특허 및
인증현황

차별성 및 
시장현황

현재 국내, 해외 휠체어 시장에 있는 수동 휠체어들은 대부분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휠체어 낙상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낙상으로 인한 병원 진료, 재활 

등의 2차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이비소프트(주)의 낙상방지 휠체어는 기존의 수동 휠체어와는 달리 브레이크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된 휠체어는 사용자가 반드시 브레이크를 해제하여야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시스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중이며 휠체어 외에도 유모차, 어린이 자전거 등 

낙상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수동 바퀴가 있는 이동기기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특허

현재 휠체어 브레이크 시스템 관련 1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2. 인허가 현황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 NET인증 취득

- 한국발명진흥원 우수발명품 우선구매대상 선정

기타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수술용 실리콘 리랙터, 수술도구 정리패드

기업명 써라디아

대표자 정승흠

주소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0, A동 1911호

연락처 010–9088–8321

이메일 thoradea@gmail.com

분당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흉부외과 연구원으로 수술과 그 예후들에 대해 연구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도구 및 의료용품 제조 기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시술자(Chief, Fellow, Resident, PA 등)와 Scrub Nurse 사이의 수술도구 교환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소통과 숙련된 호흡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나 특정 Procedure에선 시술자들이 반복 

사용하는 도구를 Scrub Nurse에게 건네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면서 또 자신이 쥐고 있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술자는 도구를 자신의 주변, 즉 환자의 신체(배, 가슴, 다리 등) 위에 잠시 올려두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도와줄 [무언가] 의 부재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환자의 신체는 곡면이기에 도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내시경 수술용 긴 도구의 

증가로 도구 낙상의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도구 낙상은 재소독, 교체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용을 발생시키며, 심각한 경우 환자의 처치 

시간을 놓쳐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뜨겁게 달궈진 도구(Endoscope, Endoscopic Stapler 등)가 환자의 신체와 접촉할 경우 

화상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손에서 손으로 날카로운 도구를 직접 교환할 경우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진의 감염 위험은 수술 현장의 떨칠 수 없는 고민거리입니다. 

당사의 제품인 [마패드]는 

1) 수술도구 낙상 방지 

2)  복잡했던 수술 동선 속에 새로운 도구 거치 공간 

생성

3) 뜨겁게 달궈진 도구에 의한 환자 화상 예방

4)  날카로운 도구 교환 시 의료진 간의 상해 및 감염 

방지

5) 손쉬은 거즈 카운팅  

등 의 혜택을 제공드립니다.

차별성 및 
시장현황



● 비교 우위 및 특장점

     · 거치 구역의 구조적 형태 (반원 벽, 반원 벽의 간격, 거치 구역의 경사면 등)를 통한 거치

     · 최근 수술에 사용되는 길어진 도구, 자석에 붙지 않는 도구도 거치 가능

     · 도구 거치 시 훨씬 뛰어난 안정감

     · 열에 강한 연성 소재로 인해, 수술 도구로부터 환자 충격 및 화상 예방 가능

     · 거즈 정리 가능 : 입원병동의 환자 처치에도 사용 됨 (국내 병원에서 현재 사용 중)

     · 자석 패드에 비해 비교적 편하게 올려두어도 안착 구역에 쉽게 거치됨

     · 훨씬 넓은 (실제 효용이 있는) 거치 구역

     · 이러한 특장점들로 인해 더욱 다양한 수술에 폭넓게 사용 가능

     ·  또한 최근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에 맞춰 제품을 설계, 발명한 결과 

수술 중 의료진이 더욱 테크니컬하면서도 안전하게 수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짐

위탁 제조

10-2016-0050620 (국내 특허 : 등록)

16/170,109 (미국 특허 : 출원)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의료기기 멸균기 / 저온 플라즈마멸균기

기업명 ㈜메디칼프렌드

대표자 유원성

주소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0

연락처 031-280-6365

홈페이지 http://medicalfd.kr

당사는 2018.1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써 

1. 의료기기 멸균기(특히 플라즈마멸균기) 개발과 

2. 병의원 진료기록 시스템(EMR)의 첨단화 개발

1. 저온플라즈마멸균기(개발, 관련특허 3개)

- 소개 : 응축장치(특허)와 플라즈마전원장치를 장착하여 루멘테스트 검증과 친환경 의료기기

2. 진료차트 첨단관리 시스템(개발 중,관련특허 4개) 

-  소개 : 기존 종이진료차트를 작성하면 동시에 디바이스(스마트폰,테블릿,데스크탑,메인서버 등)

에 오염이나 변조없이 실시간으로 원본문서와 동일하게(서명, 필체 등) 저정되는 첨단 시스템

1. 저온플라즈마멸균기

 ① 플라즈마전원장치 존재-루멘트스트, 친환경

 ② 응축장치 장착-유지비 파격적 절감(300만→80만)

2. 진료차트 첨단관리 시스템

 ① 의료법22조 실행

 ② 저렴한 비용으로 별도 작업없이 전자 문서화 

1. 플라즈마멸균기

 ① 보급형 개발

 ② 고급형 개발 중

 ③ 특화형 개발 중-디자인까지 개발완료(린스타트업) 디자인출원 준비중으로 이미지 미 첨부

2. 진료차트 관리 시스템

 ① 개발 중(3~5월 중 완료 예상) 

차별성 및 
시장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보급형 : 개발완료 고급형 : 개발 중



1. 플라즈마멸균기

 ① 특허

  특허등록 10-1727646호(응축장치를 구비한 멸균장치)

  특허출원 2018-0032278(진공펌프용 오일교환 시스템)

  특허출원 2018-0120305(기화기를 구비한 멸균장치)

 ② 인허가

  컨설팅(프라이즈영인증원)을 통한 진행 중~

2. 진료차트관리시스템

 특허등록 10-1410990(전자펜을 이용한 입력시스템)

 특허등록 10-0164037(필기입력장치)

 특허출원 2018-0008748(필기입력장치)

 디자인출원 2건(2018-0049734 / 2018-0049735)

1. 이승희(CTO) : 전자공학석사, 삼성종기원, 롯데기공 등

2. 조성민(개발팀장) : 항공전자공학 박사(서울대)

3. 유원성(CMO/CEO) :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기타

특허 및
인증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합성골 원료 / 정형용-치과용 골 이식재

기업명 (주)오스펌 (Osfirm Co., Ltd.) 

대표자 허찬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3층 중앙실험실

연락처 031-787-8490

홈페이지 www.osfirm.co.kr

·  ㈜오스펌(OSFIRM)은 2018년 09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허찬영 교수가 설립한 기업으로 

무기나노 소재 및 생체이식형 의료기기 개발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음. 

·  ㈜오스펌은 R&D 중심의 신기술 개발 및 폭넓은 임상 시험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감 있는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함.

1. 휘트로카이트 원료

·  생체골 구성 물질인 휘트로카이트의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 (골재건용 의료기기, 

구강용품 등)에 적용 가능한 무기나노 소재의 생산 및 판매  

2. 골이식재 

·  높은 생리활성을 보유한 무기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합성골 골이식재 개발 

3. 3D 프린팅 

·  흡수성 복합소재를 기반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맞춤형 골재건용 이식재 개발 

1. 차별성

화학안정성 • 기존 기술 대비 생체 적합성 매우 우수

골재생능력 • 기존 기술 대비 2배 이상의 뛰어난 골 재생 능력

기계적강도 • β-TCP 대비 기계적 강도 우수

흡수율 • 적당한 생체흡수율 기간 보유

성형성 • 경쟁 기술 대비 성형성 매우 우수

생산성 • β-TCP 대비 생산성 우수

차별성 및 
시장현황

그림 1. 기존 골이식재 원료 positioning

표. 기존 골이식재 원료 대비 우수성



2. 시장 현황

·  세계 골이식재 시장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정형외과 시장, 임플란트 시장의 확대로 골이식재 시장 증대 전망 → 

이상적인 골이식재 개발 필요

 - 2014년 약 24억 달러 → 2022년 약 36억 달러 전망

 -  현재 가장 큰 시장은 북미 지역 (39% 점유)으로 2023년, 12억 3천 9백 60만 달러 시장 전망 

(CAGR 7.3%)

 - 대형 글로벌 기업인 Zimmer Biomet Holings(20.6%), AllooSource 등이 지배

1. 개별 품목별 추진 전략 수립

1-1. 원료

·  원료공장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6층

·  2020년 양산화 공정 구축 및 판매 개시.

1-2. 골재건용 의료기기

·  2025년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

1. 협력기관

·  서울대학교 : 휘트로카이트 합성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력 연구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골이식재 동물 효능 평가 / 임상 시험 계획서 수립

·  시지바이오 : 원료 및 골이식재 생산 및 공정기술 자문 / 골이식재 위탁 생산

·  다래사업화전략 센터 : IP 포트폴리오 구축 / 사업 계획 및 출구 전략 확보

기타

R&D
파이프라인 
현황

그림 1. R&D 파이프라인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합성골이식재 / 합성재료이식용뼈

기업명 ㈜이노본

대표자 장동우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B동 
606호, 608호, 609호, 610호, 611호(백석동)

연락처 041-906-5666

홈페이지 www.inobone.com

㈜이노본은 인간수명 향상과 이에따른 고령화 사회진입,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근 골격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높은 수준의 미세 세라믹 제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고기능성 합성골 이식재를 개발&생산합니다.

합성골 이식재 “FRABONE”

-  소개 : 멀티패스 압출공정을 기반으로 개발된 “FRABONE”은 인체 치밀골 모방의 합성골 

이식재로서 2015년 2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골이식재로서는 최초로 

NET 신기술을 인증 받으며, 현재 사용편의성을 높인 FRABONE-H, 주입 가능한 형태의 

FRABONE-I, 칩 형태의 FRABONE-C, HTO수술용 Wedge형 골이식재인 FRABONE-W의 

다양한 제품군이 출시되었습니다. 

합성골 이식재 “FRABONE”

-  소개 : 인체 치밀골 모방의 합성골 이식재 “FRABONE”은 기존 골 이식재의 한계점인 압축강도와 

기공율의 역 비례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치밀골의 Harversian 구조를 모방한 직경 약 150µm

의 캐널을 통해 골 재생기간 동안 신 혈관 생성 및 골세포 부착, 증식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여 

신속한 골 생성을 유도하는 독창적인 제품입니다.

차별성 및 
시장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특허 및 인증, 인허가

NO 날 짜 항목 기관 비고

1 2013-09-02 KGMP 최초허가 식약처

2 2014-03-21 FRABONE 품목허가 식약처

3 2014-04-30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2015-02-06 보건신기술인증(NET) 제99호 보건복지부 FRABONE

5 2015-08-03 국내특허(프레본 제조기술) 특허청 국내특허

6 2015-08-25 미국특허(프레본 제조기술) U.S.Patent 해외특허

7 2015-08-28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

8 2016-01-21 독일특허(프레본 제조기술) isar patrnt 해외특허

9 2016-08-28 보건신기술인증(NET) 제124호 보건복지부 ECM-Like Sponge Bone

10 2016-09-21 상표등록(프레본실크) 특허청

11 2016-11-30 EN ISO 13485 3EC

12 2017-01-05 FRABONE-I/H 품목허가 식약처

13 2018-01-02 FRABONE-C 품목허가 식약처 Chip 형태

14 2018-12-01 FRABONE-W 품목허가 식약처 Wedge 형태

“ 핵심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및 의료기기 시설인증 다수보유＂

시설 인증 연구소 등록 신기술 인증

상표등록 특허등록

특허 및 인증, 인허가

NO 날 짜 항목 기관 비고

1 2013-09-02 KGMP 최초허가 식약처

2 2014-03-21 FRABONE 품목허가 식약처

3 2014-04-30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2015-02-06 보건신기술인증(NET) 제99호 보건복지부 FRABONE

5 2015-08-03 국내특허(프레본 제조기술) 특허청 국내특허

6 2015-08-25 미국특허(프레본 제조기술) U.S.Patent 해외특허

7 2015-08-28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

8 2016-01-21 독일특허(프레본 제조기술) isar patrnt 해외특허

9 2016-08-28 보건신기술인증(NET) 제124호 보건복지부 ECM-Like Sponge Bone

10 2016-09-21 상표등록(프레본실크) 특허청

11 2016-11-30 EN ISO 13485 3EC

12 2017-01-05 FRABONE-I/H 품목허가 식약처

13 2018-01-02 FRABONE-C 품목허가 식약처 Chip 형태

14 2018-12-01 FRABONE-W 품목허가 식약처 Wedge 형태

“ 핵심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및 의료기기 시설인증 다수보유＂

시설 인증 연구소 등록 신기술 인증

상표등록 특허등록

특허 및 인증, 인허가

NO 날 짜 항목 기관 비고

1 2013-09-02 KGMP 최초허가 식약처

2 2014-03-21 FRABONE 품목허가 식약처

3 2014-04-30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2015-02-06 보건신기술인증(NET) 제99호 보건복지부 FRABONE

5 2015-08-03 국내특허(프레본 제조기술) 특허청 국내특허

6 2015-08-25 미국특허(프레본 제조기술) U.S.Patent 해외특허

7 2015-08-28 벤처기업확인서 기술보증기금

8 2016-01-21 독일특허(프레본 제조기술) isar patrnt 해외특허

9 2016-08-28 보건신기술인증(NET) 제124호 보건복지부 ECM-Like Sponge Bone

10 2016-09-21 상표등록(프레본실크) 특허청

11 2016-11-30 EN ISO 13485 3EC

12 2017-01-05 FRABONE-I/H 품목허가 식약처

13 2018-01-02 FRABONE-C 품목허가 식약처 Chip 형태

14 2018-12-01 FRABONE-W 품목허가 식약처 Wedge 형태

“ 핵심기술관련 지식재산권 및 의료기기 시설인증 다수보유＂

시설 인증 연구소 등록 신기술 인증

상표등록 특허등록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합성골이식재

기업명 ㈜에스엔바이오로직스

대표자 허성웅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북촌길21

연락처 062-415-1156

홈페이지 www.snbiologics.com

(주)에스엔바이오로직스는 인체에 안전성이 보장된 자연 상태의 인간과 가장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벤처 합성골 제조업체입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그 

목표를 실현하고 그로인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골(骨)이식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NEO BONE은  베타-삼인산칼슘 100%를 원재료로 한 세계최초 정밀커팅 가능한 환자맞춤형 

제품이다. Triple Treatment Nano Coating 특허등록 기술을 적용하여 1-2mm 미세커팅이 

가능하며, 입자형 제품과 블록형 제품은 물리화학적 동질성을 갖는다. 칼슘, 인, 미량의 

나트륨으로 이뤄진 3차원 입체 터널구조의 NEO BONE 은 구조적 지지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뼈 재생에 필요한 최상의 공간을 제공하며 인체골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우수한 생체 적합용 

합성재료 이식용 뼈이다.

Ⅰ. 기술도면 - NEO BONE Blocky Type Cutting Feasibility

 -  입자코팅 제어기술로 충격에 강한 제품,취성제어(잘 깨지는 특성)  

세라믹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취성을 제어하여 충격에 강한 합성골이식재의 제품화 던져도 

깨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환자 골결손부위 이식후 외부충격으로부터 최적의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임.

 -  주입성형방법 동일 물성을 나타냄. 

입자형과 블록형의 동일 성형 방법으로 시술부위에 따라 입자형,블록형의 효과 및 효능이 

같다.

차별성 및 
시장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Ⅱ. 기술도면

◆ 제품개발배경 및 기술 (네오본) 

a.  원료의 소결시 세라믹 재료간 뭉침현상발생  

세라믹 기반 골 이식재 재현성에 걸림돌로 작용

b. 베타-삼인산 칼슘 입자처리기술 적용

    - 입자 표면 습식 처리기술

    - 상전이 온도 이하 하소 처리 화학적 안정화

    - 탈포공정을 통한 기공의 균일성 확보

c. 코팅 처리된 입자는 독립적 구조 지지체 역할 수행

    - 화학적 고순도 및 물적 안정화 추구

    - 결정상의 균일성 확보

    - 기공재 제어로 흡수성 조절 실현

d.  정밀 커팅이 가능한 환자맞춤형 고성형성  

골이식재의 개발 및 제품 상용화

Ⅲ. 기술도면

a. 동일 성형방법으로 소성 처리된 블록형 세라믹재료(주입성형)

b. 동일 세라믹재료 블록형과 입자형을 분류하여 생산

c. 기존 이식재의 문제점인 입자형과 블록형의 물성차이로 인한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

d. 블록형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한계(화학적 기능)로 

    블록형제품의 시장진입의 한계.

NET 인증

특허 - 압축강도편차제어

특허 - 베타 삼인산칼슘입자코팅처리기술

◆ 타사 제품 입자의 불균일성 설명

a. 원료의 소결시 세라믹 뭉침현상발생

b.  품질의 균일성이 확보되지 못함  

시술 후 인체 내 흡수속도가 일정치 않음.

c.  합성골 사용을 위한 감마 멸균 처리시  

불균일한 색상이 나타날 수 있음.

 

d.  특정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어 제품의 성형  

가공이 제품의 파손이 일어나 성형이 불가



(주)바이원은 2013년 10월에 창업하여 정형외과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수출을 진행하며, 2015년 

12월 광주지점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제품군은 추간체유합보형재, 원위요골판, 원위비골판 등 

정형외과 의료기기입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정형외과 의료기기

기업명 (주)바이원

대표자 배석일

주  소
본사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싸이언스타워 302호
지사 : 광주시 북구 추암로 249,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321호, 322호

연락처 본사 : 031-826-6176, 지사 : 062-464-6176

E-mail ksh@byonekorea.com

기술 및 
제품소개

1. DISTAL RADIUS PLATING SYSTEM : 원위 요골(DISTAL RADIUS) 골절 시 식립 되는 골절합용 판과 나사

2. DISTAL FIBULAR PLATING SYSTEM : 원위 비골(DISTAL FIBULAR) 골절시 식립 되는 골절합용 판과 나사

3. PEDICLE SCREW SYSTEM : 척추 유합술에 사용되는 척추 고정 나사못 임플란트 제품 

4. SPINAL CAGE SYSTEM : 척추 유합술에 사용되는 척추 고정 케이지 임플란트 제품

5. KYPHOPLASY BALLON CATHETER : 풍선 척추 후굴 성형술에 사용되는 1회성 수술기구 제품

-   유럽 업체들의 경우 자체 생산을 진행하지 않고 제품개발 및 인허가만 갖고 있는 업체가 많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터키, 중국, 한국 등의 업체에 제조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자사의 경우 티타늄 임플란트 제조에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업체들의 요구사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

-   현재 독일의 정형외과 임플란트 제조회사와 OEM 제조에 협의를 완료하여 현지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품의 설계를 완료했으며 최종 모델 협의가 완료되는 데로 독일 현지의 인허가를 위한 테스트 

샘플을 생산하여 전달할 계획임

-   이를 통하여 인허가가 완료되는 19년 20만유로 위탁제조 및 수출을 목표함

주요연혁

2013.10

법인 사업자 
등록

2014.11

중소기업 우수기업 
표창

2015.02 

GMP 인증서 취득
벤처기업 인증

2015.12 

(주)바이원 광주지점 
설립

2016.06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2016.12 

무역협회 백만불 수출의 탑 수훈
경기도 수출 프론티어 기업 선정

2017.01 

기술혁신형 (Inno-biz) 
인증

2017.05 

CLEAN 사업장 
인정 획득

2017.09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2017.10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2018.04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2018.01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연구개발 MOU 체결

R&D 파이프라인 
및 특허 인증·
인허가 현황 

-   당사는 현재 해외 수출용 척추 관련 임플란트 및 국내 골절합용 판과 나사를 양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타기업에 비해 생체용 소재의 가공 기술과 특장점을 잘 알고 있어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의료기기를 제조함에 있어 필수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 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제조를 위한 클린룸 설치 등이 구비되어 있음.

특허 및 인증, 인허가 현황

제목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일 비고

인공 척추 지지체 1020090008230 2009.02.03 2011.10.26 등록

볼 조인트 연결부를 구비한 척추지지 로드 1020090035037 2009.04.22 2012.10.26 등록

무통 주사장치 1020150081229 2015.06.09 2016.11.30 등록

뼈고정판 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뼈고정판 고정방법 1020160103065 2016.08.12 2018.03.08 등록

골절뼈 사이를 고정하는 임플란트 1020180129895 2018.10.29 출원

소프트 슈쳐앵커의 뼈 내측 삽입 기구 1020180100376 2018.08.27 출원

척추 유합술용 가요성 로드 1020180154466 2018.12.04 출원

골이식재 주입수단을 구비한 골절 플레이트 1020180159739 2018.12.12 출원

골절 뼈 확장용 골절 플레이트 세트 1020180159738 2018.12.12 출원

경골 근위부 절골술용 결속구 1020190041553 2019.04.09 출원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임상데이터  통계분석 자동화 소프트웨어 T&F standard

기업명 유진바이오소프트(주)

대표자 유진태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티3동 505호 
(장항동, 웨스턴돔)

연락처 010-2363-2512

홈페이지 www.yoojinbiosoft.com

유진바이오소프트(주)는 2017년 7월에 창업한 임상데이터 통계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이에 기반하여 통계분석 서비스도 제공하는 벤처기업 입니다.

T&F 소프트웨어 특징

-  임상 데이터로 통계 분석 후 만들어지는 결과를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통해 논문, 발표자료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표(Table)와 그림(Figure)으로 자동 작성

-  임상 통계에 기반을 둔 데이터분석 인터페이스를 탑재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표와 그림을 

쉽고 빠르게 작성 및 정밀한 편집 가능

-  통계 분석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영문 내용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statistical methods 

작성에 드는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임

-  각 분석 단계마다 삽입되어 있는 실시간 도움말 버튼을 이용하면, 처음 사용자라 하더라도 몇 분 

이내에 T&F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해 질 수 있음

1.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 제품 : IBM SPSS, SAS 등)

- 가격 경쟁력 : 기존 제품 대비 1/20~1/5 수준의 공급가

- 시간 경쟁력 : SPSS+엑셀+워드로 1주일 이상 걸리는 작업을 1일 안에 완료 가능

- 결과의 정확성 :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편집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

-  사용의 편의성 : 하루 정도의 시간 투자로 프로그램을 전문가처럼 사용 가능 (SPSS 사용시 보통 

1달, SAS 는 1달 이상 소요)

- 최신기법 적용 : 1년에 4회의 정기적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1주일 내 기술적인 A/S 처리 

2. 시장현황

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판매

    - 국내 의대/약대/간호대 및 대형병원 100군데 이상 대상 (1천억원/연간)

2) 통계 분석 서비스

    - 전공의, 임상강사, 전문의, 교수, 약사, 간호사 대상 서비스( 400억원/연간)

1. T&F 소프트웨어 제품군 개발 및 판매 현황

- 2018년 : T&F standard 출시 및 판매 중

- 2019년 하반기 : T&F pro 출시 예정 

- 2020년 상반기 : T&F interactive 출시 예정

2. 질병 예측 모형 개발

-  2019년 상반기 :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저출산 대응기술개발 과제 사업 계획서 작성 및 접수 

완료

3. 특허 기술 개발 현황

- 특허 등록 1건, 출원 1건 완료

-  상반기 중으로 데이터전처리, 생체나이 측정, 저출산 대응기술 과제 관련 특허 각 1건씩 총 3

건 출원 계획

차별성 및 
시장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4 연구/개발진 확충 계획 (2명)

- 임상 통계 분석 전문 인력,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 특허 등록 제 10-1937029 호

“논문 삽입용 통계 결과 표 또는 그림의 자동화 생성 및 편집 방법, 이를 구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이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2.특허 출원 특허-2018-0110900 호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통계 분석 시스템과 통계 분석 방법”

3. 상표 및 저작권 등록 (제40-1343092호, 제C-2017-021183)

“T&F(티앤에프)”

4. 2018 ICT 이노페스타 우수상 선정(상금 : 3천만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주관

5. 임상관련 SCI급 저널(statistical methods)에 기재

-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World Neurosurgery, Annals of Dermatology, Plos 

one, MEDICINE,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연구진 현황 (기술담당 이사)

- 학력 : 포항공대 산업공학(학사,석사), 연대의대 의과학 (박사)

- 경력 : 연구, 개발 부문

- 1996-2016 : 대우해양조선, 한국증권전산, 이즈텍, 바이오에이지

- 2017-2018 : 유진바이오소프트 주식회사(CTO)

기타

특허 및
인증현황



(주)엠티이지는 의사들이 수술동영상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 데이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디오 분석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명 (주)엠티이지

대표자 김덕석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330 DMC첨단산업센터 516호

연락처 02-859-3585

E-mail laurent@mteg.co.kr

기술 및 
제품소개

수술 중에 출혈 및 도구의 움직임 등 주요한 이벤트를 인식하여 분류해 내는 인덱싱 엔진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들이 수술 정보를 지능화 할 수 있도록 동영상 처리에 관한 전주기 솔루션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덱싱 엔진을 기반으로 수술 정보 지능화를 위한 전주기 솔루션 개발

수술 동영상 클라우드플랫폼 비디오 편집기

3ch. Live 솔루션수술동영상 통합관리 시스템데이터 매니저인덱싱 엔진

객체지향 레이블링

-   수술정보 지능화 연구 플랫폼 “SurgStory”를 런칭하여 의사들의 학술 커뮤니티를 활성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과 솔루션의 공급을 확대 할 예정이며, 

-   가천대 길병원과 위암 검출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하여 이를 당사가 개발한 SurgBox에 탑재하고   

내시경 검사 시 의사가 빠뜨릴 수 있는 병변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알려주는 지능형 수술 가이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그 외 5개 병원과 공동 연구 진행 중 입니다. 
R&D 
진행현황

인덱싱 엔진을 기반으로 수술 정보 지능화를 위한 전주기 솔루션 개발

연구 커뮤니티 확대
(2019년 하반기)

공동연구 의사 20명
(2019년 3월 현재)

 공동연구 목표 예시

예1) 내시경 검진 가이드 시스템

예2) 지능형 수술 교육 콘텐츠 플랫폼

예3) 위험 영역 사전 경고 시스템

예4) 출혈 감지 시스템

예5) 표준 술기 평가 시스템

예6) 고 난이도 수술 정보 플랫폼 … 등

공동연구모델 정립
(현재)

연구 성과 사업화
(2020년)

의사 학술 연구 커뮤니티

 수술 정보 관리를 통한

아이디어 도출

 콘텐츠 소스 관리

 연구 목표 선정

 엠티이지 솔루션 활용

 공동 연구를 통한

지능형 알고리즘 개발

지능형 수술 정보 콘텐츠 제공
SurgLive.com

지능형
제품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 정보 지식망지능형 데이터
서비스

사례 홍보 연구 결과

(주)엠티이지는 의사들이 수술동영상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 데이터로 개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공급하는 비디오 분석 기술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수술 정보 지능화 연구 

플랫폼 “SurgStory.com” 서비스를 통해 한국 의사의 우수한 수술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수술정보 지식
자산화 플렛폼 1

수술정보 지식
자산화 플렛폼 2

지능형 수술
가이드 시스템

수술정보 지능화연구지원플랫폼
“SurgStory.com”

 개인 연구 및 사이버 학회 기능
 회원 특전

- 클라우드 서비스 (200G 용량 제공)
- 자동 인덱싱 분석 데이터 제공
- 큐레이션 솔루션 제공
- 비디오 제작 서비스 제공
- 라이브 플랫폼 제공 (Live Surgery)

수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사업 “VACS”
(Video Archive Communication System)

 국내 : 중견 및 대형병원 대상
 해외 : 해외 진출 병원 및

국내외 네트워크 병원 대상

수술 교육콘텐츠 교육사업
“SurgLive.com”

 국내 : 의대생, 전공의 대상
 해외 : 아세안 국가 전체 의료인 대상

 1단계 : 지능형 위내시경 검진 가이드 개발
(2019년 9월 Pilot Test 예정)

 2단계 : 진료과별 알고리즘 공동개발
(심장, 갑상선, 대장, 소화기,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진행 중)

의사 학술 연구 커뮤니티로 Biz. Hub

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사업 “AiVi”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Cable locking screw 및 I key nail

기업명 ㈜ 아이키

대표자 권용욱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비동 3806호

연락처 051-891-9170

홈페이지 http://ikeymed.com

주식회사 아이키 기업은 2016년 교원창업으로 시작하여 의료인 맞춤형 정형외과 임플란트 및 

시술기기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Fast Follower 보다는 First mover 전략을 통해 

Global healthcare company 구축

1. Screw fixation의 새로운 혁신“Cable locking cannulated screw”

-  소개 : Cannulated screw의 driver socket이 마모 되어도 제품을 제거 할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cable을 이용하여 screw fixation의 고정력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제품

2. 초기고정력 증대 및 골절편 회전 방지를 최대화한 골수강내금속정 “ikey nail”

-  소개 : 기존의 골수강내금속정 시술 후 생리학적 하중에 의해 골절편이 회전 될 경우 골절면의 

고정실패의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위해 초기 고정력 및 회전 방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진행중

1. Screw fixation의 새로운 혁신“Cable locking cannulated screw”

-  Inner socket이 마모되더라도 screw를 제거 할 수 있는 outer socket을 이용하여 제거 할 수 

있는 디자인

-  케이블을 이용하여 screw 고정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디자인

2. ikey nail

- 골절 편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골수강내 정 근위부의 추가적으로 나사를 체결 할 수 있게 함

-  골절합용 나사, 압박 고 나사 및 골수강내 금속정을 단품으로 시술 했을 때 보다 추가 체결 하는 

나사에서 인체에서 받는 하중을 분담 할 수 있게 함

- 골절단면을 기점으로 양쪽 방향에 압축력을 가하여 빠른 골절 치유 유도

3. 시장현황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2015년) 예상 시장규모(2020년)

세계 시장규모 433,000 617,000

국내 시장규모 14,830 20,072

산출 근거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보고서, 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정보-의료 행위통계 현황, 2013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주요품목 시장분석,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자료, 2013

차별성 및 
시장현황

[단위 : 억원]



R&D
파이프라인 
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1. Cannulated screw

 - 특허 등록, 인허가 완료

2. ikey nail

 - 특허 출원, 추가 디자인 출원, 제품 개발 진행중(2019년 허가 완료)

제품명 특성 적응증 
연구개발현황 

비고 
기초 개발 판매 

Cable locking 
Cannulated 

screw 

제품 제거시 용이 
Cable을 이용한 
고정력 증대 

Hemi-
epiphysiodesis 

 
Femoral neck 

fracture 
 
등 

성능에 변동이 없
는 선에서 디자인 

보완 

Ikey nail 초기 고정력 증대 
골절편 회전 방지 

Proximal femur 
fracture 

2019년내 식약처 
허가 완료 

진행중 

골절치료 임플란트 국내외 시장

 -  우리나라는 100세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골밀도가 낮은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으로 골절치료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에는 야외활동과 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한 골절의 발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 세계 골절치료 임플란트의 시장 규모는 약 62.4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8.5%로 

성장하여 2019년에는 1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골절치료 임플란트 중 내고정장치가 전체 시장의 약 90%(56.1억 달러), 외고정장치가 약 

10%(6.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골절치료 임플란트 시장은 Depuy Synthes가 전체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으며, Stryker 

(16%), Smith&Nephew (8%), Zimmer (5%), Biomet (3%) 순으로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국내 골절치료 임플란트의 시장 규모는 약 926억 원으로 추정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4.2%로 급성장하였고, 내고정장치가 전체 시장의 약 99% (912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국내 골절치료 임플란트 시장에서 외산제품이 전체 시장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해외 기업의 제품이 전체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에 수입된 골절치료 임플란트는 약 714억 원을 수입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하이브리드 뼈치료 유닛을 개발 하여 국내·외 골절치료 임플란트의 혁신적인 변화,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국내화를 통해 국제 시장의 선도를 

도모하고자 함 

그림 15. 세계 외상고정장치 시장 규모, 2005-2012

[출처 : Medical Equipment Market Size & Growth - 

Orthopedic Devices[Trauma Fixation] Market, Global 

2005-2012, USD Constant Millions, Global Data]

그림 16. 국내 외상고정장치 시장규모, 2008~201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 

보고자료, 2013]



비에스엘은 주로 재생 의학 뿐만 아니라 미적, 정형 외과 및 심혈관과 같은 다른 의료 분야에서 지방 조직 

처리를 기반으로하는 의료 기기를 개발하고 설계했습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세포자동분리기기, 의료기기

기업명 비에스엘

대표자 이준석

주  소 김해시 칠산로 237번길 6-13

연락처 055-328-9235

E-mail bsl@biosl.com (Homepage : http://biosl.com)

주요연혁

2013

법인 설립

2017

Medical Japan 참가

2018

KIMES 참가

기술 및 
제품소개

스마트 피스톤

지방이식시 일반 주사기와 결합하여 지방조직의 

흡입, 원심분리에 사용되며 내부에 자동락 기능을 

가지는 밸브가 있어 지방조직의 원심분리 후 

외부오염 없이 프리오일을 손쉽게 분리. 10ml, 

20ml, 60ml의 다양한 사이즈가 있어 얼굴, 가슴, 

엉덩이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가능 Adinize와 병행 

사용하여 지방조직의 미세화에 사용

세포 자동분리 시스템(Automatic cell Separator)

ACS(Automatic Cell Station)는 전용 원심분리기 

및 인큐베이터, 자동분리기능을 가지는 전용 Unit을  

구성되며 Human error의 영향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전통적인 수동방식의 Cell(SVF 및 

BMSCs가 포함된) 및 조직 분리를 표준적인 자동 

분리로 구현하여 분리효율을 높이고 Human error를 

최소화한 Cell 및 조직의 자동분리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에디나이저

메커닉 SVF protocol을 가진 Adinizer는 비효소 

SVF 분리가 가능함. 

단순한 망이 아닌 특수설계된 관통공을 가지는 

디스크 형상의 Adinizer및 Adinizer를 수용하는 

카트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 

각 관동공은 각 모서리가 날카로운 날로 되어있어 

지방조직의 미세화에 매우 효과적임. 

지방이식 및 재생치료에 공범위하게 이용이 가능 

하며 3단계까지 처리하면 27G의 바늘까지 통과가 

가능한 균질한 지방조직을 얻을 수 있음. 

지방조직을 조각내고 풀어주어 SVF분리 효율을 올려 줌. 



메디컬 일러스트

기업명 paperrob（페이퍼롭)

대표자 권우혁 

주  소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9길 37

연락처

E-mail paperrob@paperrob.com

페이퍼롭은 어려운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보, 교육, 발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페이퍼롭은 아이디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R&D 파이프라인 
및 특허 인증·
인허가 현황 

주요연혁

2018.12

페이퍼롭 설립

2019.02

연세대학교, 이화의대목동병원, 
KIST 등 연구논문 영상 제작

2019.03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혁신창업멤버스 선정

2019.04

science nature 영상 기재

기술 및 
제품소개

페이퍼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여 정확하고 

효과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들은 figure, 3D animation, 3D interactive 

paltform 등으로 상황에 맞는 최상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차별성 및 
시장현황

로봇기술을 활용한 재활 로봇 제작

기업명 휴카시스템 주식회사(HUCASYSTEM, Inc.)

대표자 김형식

주소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232(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창업보육센터 231-1호

연락처 02-978-0225

이메일 hucasystem@gmail.com

휴카시스템 주식회사는 인간 삶의 질 향상(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을 위해 최신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 기술의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함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로봇시스템

· 엔드이펙트 타입으로 상·하지의 말단부를 이동시키는 5절 링크 구동부

· 전동모터 1개로 상·하지의 좌우 대칭의 신체 움직임 구현

·  아급성기 환자부터 만성기 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Passive/

Active-Assisted/Active Mode 구현

· 보행속도에 대응하는 보폭조절 알고리즘 적용

· 환측 관절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제공

· 재활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 로봇시스템

·  상·하지의 복합적인 보행 재활 제공

·  전동모터 사용을 최소화해 기존제품 대비 30%대 가격으로 제작 가능

·  아급성기 환자부터 만성기 장애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Passive/Active-Assisted/Active 

Mode 구현

· 재활 훈련에 몰입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콘텐츠 제공



특허 및
인증현황

기타

- 국립재활원 R&D 용역과제 참여기업

·  국립재활원 재활로봇중개연구R&D과제의 참여기업으로 구동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 및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위한 시험검사 및 GMP 구축

·  품목명 전동식정형용운동기기로 2등급 의료기기 시험검사 수행 중

- 2019 보건복지부 첨단실증지원 참여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첨단실증지원사업 수행

·  상하지 복합 보행 재활로봇 시스템 개발 1차년도 사업 진행

·  기술실증을 위한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권명 특허권자 출원국/출원 및 등록번호

하지 보행 재활 기기 김형식 10-1963868

상하지 보행 재활 기기 김형식 10-1963869

속도 가변모듈을 구비한 보행 재활 기기 김형식 10-1979364

보폭조절 기능을 갖는 가상현실 보행장치 김형식 10-2019-0018381

상하지 보행 재활 기기 김형식 PCT/KR2019/000178

장애인 재활치료기 김형식 30-2019-0001644

장애인 재활치료기 김형식 30-2019-0001645

김형식 대표이사(디자인학 박사)

김정준 선임연구원(공학석사)

이주학 선임연구원(의공학 석사)

왕재한 연구원(기계공학 학사)

R&D
파이프라인 
현황



본 사는 VR/AR/ICT 융합 콘텐츠 기획/제작 및 S/W 기술개발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 서울시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NIPA 주관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AR·VR·ICT 융합 콘텐츠 개발 

기업명 (주)오썸피아

대표자 민문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8길 33, 지하 1층

연락처 070-4407-2048

E-mail jmc@awesomepia.kr (Homepage : www.awesomepia.kr)

주요연혁

2015.03

(주)오썸피아  
법인 설립

2016.03

(주)KT 계약/<저지연 360 VR 
LIVE 스트리밍 솔루션> 기술개발

2017.02

콘텐츠진흥원 개발 사업 <도깨비야 나와라!> 
전시체험전 운영

- 2차 : 여수예울마루(02.11~02.19)

2017.05

산림과학원 계약/전시콘텐츠 
리모델링 제작 사업  

- S/W 부문

2017.06

2017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선정
외교부 계약/미디어 홍보물품 기획 

및 제작 사업 선정(VR)

2017.09

1주당 금액 변경등기
5,000원  500원(2017.09.04등기)

2017.12

남양주 계약/역사문화박물관  
거중기 CG VR 콘텐츠 제작

2018.01

강원도 계약/AR 앱 <평창GoGo> 
유지관리 용역 추가계약

강릉문화재단 계약/문화올림픽  
AR 포토존 콘텐츠 제작

2019.01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실감
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용역

(2018~2019. 2개년 운영)
제NICE-2019-77-000050호 2018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2019.03

DPVR(Deepoon) &  
(주)오썸피아 MOU 체결
(재)전남테크노파크 시행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확산 사업 협약

2019.04

대전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  
VR 사업단 & NIDS(한국의료기기안전정

보원) & (주)오썸피아 MOU 체결  
- 의료(교육용) VR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삼자 계약

2019.0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창업도약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 힐링VR 콘텐츠 개발

보건산업진흥원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입주사 선정

2018.03

용인문화재단 계약/ 
<도깨비야 나와라!>  

AR 공연 운영(04.01~11.30)

2018.05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
실감콘텐츠 전문인력양성

교육운영 사업 선정 
(2018~2019. 2개년 운영)

2018.09

제2018114015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구리 롯데아울렛 지하1층 <플레이티카> 오픈/운영

SBA S.T.A.R. VR/AR 제작지원사업 힐링VR  
콘텐츠 “힐링을 부탁해” 개발

2018.11

브이알커버(주) & (주)오썸피아 공동사업 협약 체결
본점주소지 이동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58길 33, 

지하 1층
B18-164701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갱신

2018.12

자본금액 535,250,000원
(2018.12.31 등기)

2018.08

자본금액 530,250,000원
(2018.08.17 등기)

2017.08

제2017-260호 서울특별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선정

구글&조선일보 계약/제주 해녀 VR  
다큐멘터리 콘텐츠 제작 사업

2017.03

길리소프트 계약/AR 건강검진 결과 프로그램 기술개발
(주)튜터링 계약/VR 영어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듀테인먼트)

강원도청 계약/2018평창동계올림픽 AR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
글로벌디지털콘텐츠연구소 & (주)오썸피아 MOU 체결

2016.04

콘텐츠진흥원 2016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선정

2016.06

광운대학교 & (주)오썸피아 VR 
사업 관련 산학협력 체결

2016.07

제2016153628호 VR/AR  
기술개발부서 인정서 발급

2016.08

(주)MBC아트 &  
(주)오썸피아 
MOU 체결

2016.09

제20160110891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2016.11

(주)이온리얼리티 &  
(주)오썸피아  
MOU 체결

2016.12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 (주)오썸피아  
산학협력 체결

2017.01

콘텐츠진흥원 개발 사업 <도깨비야 나와라!> 전시체험전 운영  
- 1차 : 목표예술회관(01.14~02.25)

제2017-000009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강남구청)
제2018-0071-05490호 직생1 : S/W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갱신)
제2019-0495-00024호 직생2 : 비디오물제작 동영상 제작(갱신)



AR·VR·ICT 융합 콘텐츠 개발 

기업명 (주)오썸피아

대표자 민문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8길 33, 지하 1층

연락처 070-4407-2048

E-mail jmc@awesomepia.kr (Homepage : www.awesomepia.kr)

R&D파이프라인 현황

스마트미러 : 목업개발 완료, 시제품 개발 중

- VR 힐링 콘텐츠 : 5가지의 에피소드 개발완료 및 2개의 추가 에피소드 개발 중(콘진원 과제) 

- VR 수술 시뮬레이션 : 데모 콘텐츠 개발완료 및 고도와 작업 진행 중

특허 및 인증, 인허가 현황

- 안면 미동 기반 심장 정보 추출 방법 및 시스템(1017574310000)

- 개인화된 감성인식 장치 및 방법(1019584150000)

R&D 파이프라인 
및 특허 인증·
인허가 현황 

기술 및 
제품소개

감성인식 스마트미러

VR 수술 시뮬레이션

VR 힐링 콘텐츠 ‘힐링을 부탁해



CoreDAR는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술을 활용한 근거리 모션인식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기 상용화된 카메라/레이저기반 근거리 HID(Human Interaction Device)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의 상용화를 준비중입니다. 

사용 및 동작 범위가 제한적이고, 부피 및 요구전력이 상대적으로 큰 경쟁제품과 달리, 회사의 솔루션은 

동종제품 대비 최소 크기 및 최저 전력 소모로 설계된 솔루션입니다.

창업기업 
소개 및 분야

LiDAR 기반 모션인식 디바이스 제조

기업명 코어다 주식회사

대표자 이탁건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754호

연락처 010-9982-8408

E-mail tglee@coredar.com (Homepage : www.coredar.com)

기술 및 
제품소개

수술실 모니터 무균조작 솔루션 “AREMO”

- 수술 중 에어터치 모션을 통하여 간단한 X-ray, CT, MRI 영상 제어

- 마우스같이 기존 프로그램에 디바이스 USB 연결만으로 제어 가능

- 초소형/저비용의 설치가 간편한 호환성 높은 모션인식 디바이스 

LiDAR 기반의 초소형 모션인식 솔루션의 구성

- 거리측정센서 / 모션인식 소프트웨어 / 거울회전모듈

LiDAR 기반의 초소형 모션인식 기기 작동 원리

- 발산한 광원(Light Source)이 물체에 도달하는 거리를 측정 및 분석하여 모션을 인식

-   인식한 모션정보는 터치좌표로 변환되어 블루투스 또는 USB를 통해 디스플레이(모니터, VR기기,        

프로젝터,TV)의 OS (Android, Windows, Linux 등)에 전달

주요연혁

2017.03 

코어다 주식회사
(CoreDAR) 법인 설립

2017.04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사업 수행

2017.11

창업진흥원 보육기업선정 및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입주

2018.04

신용보증기금 Startup-Nest 
기업 선정

벤처기업인증

2018.05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스마트
벤처캠퍼스 사업 선정

2018.09

WMC(Mobile World 
Congress) AMERICAS 2018 

전시회 참가

2019.03

DSE(Digital Signage Expo) 
2019 전시회 참가

2019.06

성남산업진흥재단  
GCX 2기 사업 선정

2019.05

2019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 선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개방형
실험실 참가업체 선정

2019.04 

코어다 주식회사 
기업연구소 설립



LiDAR 기반 모션인식 디바이스 제조

기업명 코어다 주식회사

대표자 이탁건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기업지원허브 754호

연락처 010-9982-8408

E-mail tglee@coredar.com (Homepage : www.coredar.com)

기술 및 
제품소개

- 모션인식 디바이스 시제품 제작 완료

- 국내 특허등록 6건 / 출원 4건 / 해외 PCT 출원 6건

주요 관련 특허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등록번호

① 전자기기 및 그 동작 방법 이탁건 한국/10-1976605

② 모션 인식 기기 및 모션 인식 시스템 코어다 주식회사 한국/10-1960079

③   제스쳐 인식 위치에 따른 모션 인식기기의 제어방법, 
서버,기기 및 프로그램

코어다 주식회사 한국/10-1956608

R&D 파이프라인 
및 특허 인증·
인허가 현황 



회사소개

KBBIO

기술 및
제품소개

화장품, 화장품원료

기업명 ㈜KBBIO

대표자 이동현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65, 502호 포스테크노

연락처 031-747-0686

이메일 kbbio0214@naver.com

주식회사케이비바이오은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를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여 한국 및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개발/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고효능의 제품을 미리 예측하고 개발하여,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꿀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신기술개발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완벽한 품질관리,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분야에서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이 으뜸가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맨 바깥층의 각질층은 경피 약물전달시스템의 가장 큰 장벽이다. 그러나 

마이크로니들은 수백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 각질층을 최소한으로 파괴하여 약풀을 

피부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음.

당사는 경피전달체 제조를 위한 초미세 금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 

천연재료의 활성 성분을 전달하는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Dissolving microneedle array 금형설계, formula배합 및 패치제조 공정기술 

- 미국 테라젝사와 라이센스 계약으로 취득예정
특허 및
인증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의사용 디지털 환자교육 플랫폼, 환자데이터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기업명 ㈜아이쿱

대표자 조재형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07길 13 3층 iKooB

연락처 070-8620-2177

홈페이지 http://company.ikoob.com/
http://ikoobclinic.com/

㈜아이쿱은 2011년 설립된 ICT기업으로 여러 기업들에게 어디에서나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용이한 솔루션을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부문에서 ㈜아이쿱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의사용 

디지털 환자교육 플랫폼 “아이쿱클리닉(iKooB Clinic)”, 환자를 위한 모바일 건강수첩“헬스쿱

(HealthKooB)”등이 있습니다.

1. 의사를 위한 디지털 환자교육 플랫폼“아이쿱클리닉(iKooB Clinic)”

아이쿱클리닉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불러와 의사가 직접 필기하며 설명할 수 있는 디지털 

환자교육 플랫폼입니다. 

의사는 아이쿱클리닉을 이용해 분과별로 미리 제작된 질환 정보 등 진료상담 자료를 불러와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진료 음성을 녹음하며 심층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의사라면 누구든지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아이쿱클리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공유되는 상담자료에는 의사의 이름 및 병원 로고가 

노출되어 환자들이 의사를 재방문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쿱클리닉에는 질환 정보, 생활습관 관리, 복약 지도 

등과 관련된 컨텐츠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향후 각종 헬스 

앱에서 수집된 환자 데이터를 차트화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환자를 위한 모바일 건강수첩“헬스쿱(HealthKooB)”

헬스쿱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진료 상담한 컨텐츠를 환자의 모바일에서 받아볼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환자들은 어려운 질환 정보나 자가관리법을 짧은 진료시간에 

이해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헬스쿱은 이러한 환자들이 여러 병원에서 

진료 상담했던 자료를 자신의 모바일에 모아서 다시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컨텐츠를 가족 혹은 지인들과 SNS, 메신저 앱 등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헬스쿱에는 ‘아이쿱클리닉’을 통해 교육된 진료상담 컨텐츠가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병원에서 아이쿱클리닉을 통해 진료를 받았다면 헬스쿱 앱에 

회원가입을 하는 즉시 자신이 받았던 상담자료가 연동되어 열람 가능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진료 상담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다시 보고, 듣고, 공유할 수 

있으며, 헬스쿱을 통해 아이쿱클리닉 사용 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진료 현장에서의 의사와 환자의 소통

아이쿱클리닉과 헬스쿱은 의사와 환자의 소통을 보다 견고하게 연결해주며, 의사가 진료 시 

보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은 

아이쿱이 특허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차별성 및 
시장현황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진료 기록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교육해야 했던 의사는 이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진료상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교육자료를 

불러와 진단기준이나 합병증을 설명하고, 생활습관, 복약교육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매번 반복되는 설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컨텐츠

아이쿱클리닉 컨텐츠는 국내외 저명한 의사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제작됩니다. 제작된 컨텐츠 

하단에는 재능 기부해주신 선생님의 이름이 표시되어 아이쿱클리닉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의료/헬스 데이터를 진료실로 직접 전달

체온, 혈당 등 다양한 헬스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데이터를 아이쿱클리닉에서 차트로 

불러오고 진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차트 기능 연내 도입 예정) 

예를 들어 외래환자의 홈 데이터, 입원환자의 원내 모니터링 데이터 등을 최신 웨어러블디바이스를 

활용해 측정하고 아이쿱클리닉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행 교육 수가 모델에 대한 대안 시스템

국내 의사의 교육 수가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의료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에서는 교육의 양과 질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가가 책정되지 못하고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쿱클리닉을 사용할 경우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여 의사에게 제공하고, 이를 환자에게 

적합하게 교육하였는지 증빙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교육의 양과 질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교육 수가 모델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CGMS(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클리닉, 

CTMS(Continuous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클리닉, 

PAAS(Pain Assessment & 

Analysis System) 클리닉 등 

스마트 병원 솔루션

구분 종류 유효기간 발급기관 (발급/인증/등록번호)

특허
통증 모니터링 서비스 방법, 장치 및 
시스템

출원일 2016년 1월 27일
등록일 2018년 3월 8일

특허청
(출원번호 10-2016-0010342)

특허
의료상담시스템 및 의료상담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팅 장치로 읽을 수 있는 매체

출원일 2016년 03월 02일
등록일 2018년 2월 5일

특허청
(특허 제 10-1827795호)

특허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방법과 공유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컨텐츠 제작 시스템과 공유 시스템

출원일 2010년 12월 31일
등록일 2013년 5월 14일

특허청
(특허 제 10-1266132호)

특허
심전도 측정을 이용한 스트레스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출원일 2008년 7월 17일
특허청

출원번호 10-2008-0069477)

PCT 
출원

Method for creating digital content 
based on a social network, method for 
sharing the digital content, and digital 
content creating system and digital 
content sharing system using same

출원일 2016년 3월 2일
특허청

(출원번호 10-2016-0024970)

기타
CGMS 및 CTMS 인증 절차 진행 중
(측정기기 및 분석 소프트웨어 통합 인증) 

  

특허 및
인증현황

R&D
파이프라인 
현황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의료영상 3D 모델링 sw 개발 / 3차원 3D 스캐너 개발

기업명 주식회사엠에이치엘홀딩스

대표자 박옥남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신일빌딩 10층

연락처 02-6966-4101

이메일 forme6596@hanmail.net

당사는 주식회사 메디헬프라인 대표이사 박옥남이 오랜기간 의료. 바이오 분야 컨설팅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의료. 바이오분야의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법인

국제특허를 획득한 알고리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SW 개발 추진

- 개발완료 : 메가젠 R2gate (상업화 완료)

                   : 일리자로트 sw 알파버젼

- 개발검토 : 정형외과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sw외 

기존 기술 

-  이미지 기반의 기존 SW는 여러 종류의 SW를 복수로 사용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작업을 거쳐 

최종 목적물 도달 

- 이미지 작업 : 영상전문가 또는 SW 디자이너가 각 작업 공정에 개입하여 3D 이미지 디자인 

- 최종 목적물은 CT, MRI등의 영상데이타 기반으로 디자인된 3D 모델 

당사 기술

-  픽셀을 복셀로  1:1 자동 치환하여 변환된 데이터  기반의 3D 이므로 별도 작업없이 원본 형태 

그대로 자동으로 3D로 변환된 데이터 값 구현

- 내부구조 까지 정밀하게 표현

- CT, MRI 등의 의료영상을 실물 그대로 3D로 변환된 모델

- 자동 변환 프로세스이므로 정밀도가 높고 시간과 비용 절감

특허번호 : US 9,646,411 B2

- 특허내용 :  가상육면체 모델에 기초한 가상 3차원 모델 생성 (VIRTUAL THREE- DIMENSIONAL 

MODEL GENERA-TION BASED ON VIRTUAL HEXA HEDRON MODELS 

원천기술 개발자 이명학외 전문 자문단 및 연구 연력 보유

차별성 및 
시장현황

특허 및
인증현황

기타



회사소개

기술 및
제품소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솔루션개발(스마트인솔)

기업명 주식회사 길온

대표자 김남선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75, 한밭대학교 
대덕산학융합캠퍼스 508호

연락처 031-602-7600

홈페이지 www.myisol.com

㈜길온은 보행 데이터 축적을 통한 보행표준 지표 확립 및 노인성 질환별 데이터 확보를 통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설립. 현재 보행데이터 수집을 위한 스마트 인솔을 개발 

상용화 하였음.

- IOT분야의 웨어러블 기기의 일종으로, 인간의 동작을 측정하는 기기.

- 다양한 신발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창형으로 형태를 구현.

- 손목형 밴드 등 타 웨어러블 기기에 비해 보행에 특화된 정밀 측정이 가능.

- 보행, 운동량 정보 및 동작의 유형을 측정하는 6축 센서를 탑재. 

- 초 저전력 소모를 구현한 BLE 통신방식 적용.

- 알고리즘의 다양한 파라미터로 치매 및 낙상예측 등의 응용분야 확대.

- 축적된 측정 데이터를 빅데이터 및 AI 분석에 활용. 

- 모바일 기기에서 측정 및 분석된 결과를 손쉽게 모니터링 가능.

- 저가형 디바이스로 시장 저변확대 장벽 제거. 

브랜드 제품(Prospecs, OEM)  

국내 출시 레퍼런스 

2018년 1월출시제품

2019년 7월출시제품

브랜드 제품 앱 
(Prospecs, OEM)  

스마트 인솔 적용  
고객사앱 (디멘샤워쳐) 

국내 출시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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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출시 제품은 특정 목적에만 최적화되어 특정한 제품 형태의 한계로 인해 기능 또한 한정적일 

수 밖에 없음에 비해, 스마트인솔은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을 제품 기획단계부터 예측하여, 측정 

정밀도를 유지하면서도 범용성을 제공하는 성능을 지님.

- 압력센서와 가속도 센서의 복합측정, 인솔일체형으로 최소 구조화.

- 보행측정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능적 호환성.

- 타사의 제품 대비 신발브랜드를 통한 상용출시를 통해 제품 안정화 수준이 현격히 차이가 남

- 과제를 통한 병원과의 임상경험이 있음.

보행 알림 장치 및 보행 알림 장치의 동작방법

자체 브랜드(I-SOL )  I-SOL 모바일앱(안드로이드/iOS) : 2018.03 

I-SOL 실사 

4 

현 시제품 

생산 예정 제품 

I-SOL(스마트인솔) 소개 

I-SOL 자체 앱(개발완료 : 2019년11월 예정)  

I-SOL(스마트인솔)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