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4시

장소: 송파구 문정동 한스바이오메드㈜ 사옥 4층



매출액 및 영업이익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지속적인 이익창출



해외 및 국내 매출 비교

해외수출 VS 국내매출



품목별 매출액 (인체조직/인공유방/기타의료기기)

품목별 매출액



미국 수출(법인 외)

매출액 – 해외(미국)



매출액 – 해외(중국)

중국 수출(법인 외)



매출액 – 관계사

관계사 매출(한스파마)



매출액 – 관계사

관계사(한스파마) – 주요제품 매출분포



매출 목표

2020년 목표
매출: 억

2016년

매출: 억, 영업이익: 억

2012년

매출: 억, 영업이익: 억



최초, 1등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기업
“인체조직(뼈,피부,인대), 인공유방, 미국 FDA까지” 

 얼굴리프팅실(PDO) 국내최초 허가

※ 미래를 위한 석∙박사급 인원 대폭 충원

 국내업체 최초 인공유방 허가
아시아 최초
인공유방
CE 인증

국내 1호
조직은행

설립

아시아 최초
미국 FDA 

등록



R&D CENTER

한스대덕 연구 센터



R&D CENTER

한스문정동 연구 센터



R&D CENTER

• 연구 인력
- 연구소장: 전성현 박사
- Medical Director: 
김진교수 외 (가톨릭 의대), 
허찬영교수 외(분당 서울대)

인체조직이식재 부터 세포치료 연구까지

총 26명 석박사급 연구원

한스 문정동 연구 센터

한스대덕연구 센터



인체조직 제품

Bone & Skin Product



디스크 장치 고정 및 뼈 손실 부위 충진
SureFuse® ∙ ExFuse™

골유도 성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DBM 뼈이식재
- 탈회된 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이 골형성 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촉진 -

탈회된 골기질과 CMC를 혼합
골전도∙골유도 성능 강화와 더불어

점성이 있는 Putty 타입으로 핸들링 용이

BellaFuse™ Inserter

척추디스크 수술 시 Cage 내에
BellaFuse Inserter를 끼워 넣으면
골재생이 촉진되어 Fusion률 향상

BellaFuse™
Gelatin이 첨가되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Strip 형태로
원하는 크기로 잘라 사용할 수 있어 편리

Cage 고정 뼈 손실 부위 충진

인체조직 제품_ Bone 이식재



임플란트 치료 시 치조골 복원

SureOss®

인체유래 골재생 촉진 성분이 보존된 우수한 성능의 치과용 뼈이식재
- 치과 적응증 별 필요 성능과 사용편의성을 최적화시킨 14종의 제품 구성 -

동결건조한 동종골로 골재생 촉진하는
성장인자∙단백질∙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골유도∙골전도 우수

FDBA (동결건조)

DBM (탈회∙동결건조 + 첨가물 함유)

FDBA Plus (동결건조 + 첨가물 함유)

인체조직 제품_ Bone 이식재



진피 손상 부위에 이식하여 피부 재생

시술 전 시술 후 6개월

인간본연의 피부조직으로 면역거부 반응 없이 생착되는 피부이식재
- 적응증 별 효과적인 크기와 두께 적용한 제품라인 구성 -

SureDerm® (외과용)

2도 이상의 중증 화상 치료시
면역거부 반응 없이 외부 유해 요인 차단 및

섬유아세포, 신경, 혈관 재생성에 필요한 Matrix 형성

SureDerm® (치과용)

잇몸 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 결손을 효과적으로 치료 및 복구

Allocover® (정형신경용)

손발, 회전근개, 대퇴사두근, 무릎 등의
인대가 끊어지거나 피부가 손상되었을 때 이식

인체조직 제품_ Skin 이식재



인공유방 (BellaGel)

리프팅실 (MINT Lift)

의료기기 제품



벨라젤의 안전성

FDA 등록된 최상등급 실리콘을 사용해 안전한 인공유방보형물
- 보형물의 형태 ∙ 표면 ∙ 돌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품 구성-

FDA 등록된
최상등급의 Cohesive Gel Silicone

응집력이 높아 파열이 발생하더라도
Gel이 유출되거나 조직에 흡수되지 않아
인체에 안전

가장 얇은 두께의 Patch Design
응력 및 파열, 구형구축률 현저히 감소

FDA에 등록된
Cohesive Gel Silicone

6겹의 두껍고 강한
Barrier Layer

의료기기 제품_ 인공유방 보형물



인체에 흡수되는 PDO 원재료로 안전하고, 강력하게 지속되는 리프팅실
- 특허 받은 몰딩 제작방식으로 피부조직 內에서 미늘의 고정력과 지속력 향상 -

1. MFDS(한국식약처) 제조허가 승인을 받은 페이스리프팅 제품
2. 미국 FDA에 승인된 안전한 원재료(Polydioxanone) 사용
3. 특허받은 몰딩 방식(세계 10개국) 으로 만들어진 돌기
4. 국내임상 완료,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5. “리프팅, 주름개선”에 효과적

진피층에 삽입하여 얼굴 주름 완화 및 리프팅 효과

의료기기 제품_ 리프팅 실



상처 치료 후 부착 시 흉터 완화

의료기기 제품_ 모발이식기/ 흉터치료제품



기능성 보형물

기능성 ECM 패치

PVC 색전물질

신 의료기기 제품



23

섬유화 억제 기능성 실리콘보형물 개발
- 섬유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기존 보형물의 생체적응 안정성을 높힌 제품 개발-

개발요인 : 유방보형물 수술 환자의 섬유화를 최소화 하여 재수술 방지
주사용처 : 성형외과 가슴확대 및 재건 수술 전반

섬유화 억제 기능성 보형물
- 안전성/유효성 평가
- 상용화 기술 개발
- 허가용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 의료기기 제품_ 기능성 보형물



24

천연고분자 기반의 시트형 연조직 접착제 개발
- 강력한 조직 접합 및 생채 적합성을 갖는 지혈용 생체조직 접합 소재-

액상/매트릭스
접착제

개발요인 : 인체 내 상처 봉합 시 점막과 출혈 치료를 위함
주사용처 : 암, 심장 질환, 인후질환, 구강질환, 위/대장 궤양 및 내시경 후 출혈, 천공, 뇌혈관 질환 등 외과 수술 전반

포뮬레이션기술 적용범위

용
내

진

단

외

용

혈관
출혈

위내
시경
출혈

조직
접합

생체조직 접합기술

신 의료기기 제품_ ECM 패치



25

- 외과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부분에 존재하는 병변, 또는 외과적 수술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혈류 내에 특정 물질을 주입하여 혈류를 차단하는 치료방법.

- 혈관 분포가 많은 과혈관성 종양, 동정맥기형, 동정맥류 등의 혈관 병변이나, 외상성 또는
결핵과 같은 염증성 출혈 및 간암의 치료에 이용.

- 외과적 수술을 거치지 않고 병변을 치료할 수 있고, 과혈류에 의한 증상을 완화시키며, 수술
에 따르는 출혈을 방지할 수 있음.

신 의료기기 제품_ PVC 색전물질

Embolization materials

국내에서 쓰이는 수입품들



당뇨병 치료의약품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치료 제품



세포치료 제품_ 당뇨병 치료 의약품

-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인슐린을 투여해야 함. 

Before After

- 인간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해 면역거부반응이 억제

된 인체 친화적이고 안전한 당뇨병 세포치료제 개발 예정

- 대량 확보 기술로 치료제 부족 현상도 방지



세포치료 제품_ 줄기세포치료제

- 줄기세포 단독 세포치료제의 경우 세포의 생존율 및 생착률이 제한적 이여서 손상된 조직을 근원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줄기세포와 피브린(fibrin), 콜라겐(collagen),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과

같은 천연 생체소재를 접목한 조직공학 기술 필요

- 한스의 조직공학기술에 사람 탯줄 유래 줄기세포를 담지한 조직수복재 개발

(예, 뼈와 무릎 연골 대체, 근육, 심장질환제품 및 기타 외과용 제품) 

사람 탯줄 유래 줄기세포 담지 조직수복재 개발

한스가 개발한 골 이식재사람 탯줄 유래 줄기세포

세포 담지



Q &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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