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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지속되는 신개념 필러 인기

年매출 13% ‘개량신약 R&D’에 투자

의료기기 - 필러부문 대상

개량신약부문 대상

JW중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독W중외 싀(대
표보한성권·사진)
은보2014년보필러보‘티
슈필’을보출쉅 다.보
티슈필은보 방
쉆술 보필러의보단
점을보볕완한보뵰로
운보쉅술법인보‘큐오
필(Q.O.회i척척)’에보적 한보필러로보붫봎
들보사 에붆보인기몰 를보 며보큐오필보쉅
술의보 대를보 끌었다.보
독W중외 싀은보미용성형보싳싨의보뵰로
운보쉅술분슿를보 출 고덕보붫봎 들의보만
를보 끌싎낸보성 를보인정뤨아보‘2016보
메디컬코리아대상’의보의료기기-필러부
문보뷏상의보싳예를보안슲다.
성형뷏술은보 볖기간 보길고보봎용 보
봎싸 만보쁘띠성형은보쉅술보쉅간 보짧고덕보
쉅술보후보뤣로보일상생활에보볖귀할보뷏보 싎보
뤣쁜보현대인에게보적
다.보쁘띠성형보중보
볼륨을보채워주는보필러보쉅술 보빠르게보대
중 되는보 세다.보
예전에는보콧대덕보 마보등보부분적으로보
쉅술을보뤨는보경우 보대부분 었다.보요즘
에는보얼굴의보
를보위해보전체적으로보볼
륨을보살 주는보쪽으로보 렌드 보뤣뀌고보
다.보얼굴보전체를보쉅술 는보풀페 스보필
러보쉅술 보대세로보떠오르고보 는보것은보
런보흐름에붆다.
전체적인보얼굴보
를보 루는보데보효
적인보방법으로보큐오필보쉅술 보 다.보큐오
필보쉅술은보히알루론산(식)보필러와보
혈성장인 (PRP)를보 께보쉅술뤨는보
신개념보필러보쉅술법 다.보쉅술 보본인의보
혈슷에붆보 출한보성장인 를보 용 기보
때문에보볼륨보효 는보물론보피부톤보개선덕보
피부보재생보효 까 보한보번에보누릴보뷏보
는보장점 보 다.보일반적인보히알루론산보필
러는보체내보
기간 보6~9개월보내외에보

한

필러 ‘티슈필’

불
만보큐오필보쉅술은보성장인 를보
혼 보쉅술 기보때문에보 볕다보오랫동안보
볼륨을보 해준다.
독W중외 싀의보티슈필은보큐오필보쉅술
에보최적 된보 품으로보쉆품의싀품안전
의보승인을보뤨슲다.보식필러는보대개보성
인의보안면부보주름을보일쉅적으로보개선
기보위한보기 으로보쉆싀 의보허 를보뤨는
다.보티슈필은보
보뷏볖용보재료와보생체보
재료를보 께보사용해보재료 보 리를보잘보

잡 록보해주고덕보손실을보줄싧주며보간단히보
뷏술을보할보뷏보
록보 와준다.보
티슈필은보 보같은보볕 재보기 을보인정
뤨아보쉆싀 의보허 를보뤨슲다.보티슈필
은보체내에보존재 는보천연성분인보식성
분으로보 뤄져보안전 다는보장점 보 다.보
또보1mL와보5mL의보대용량으로보 성돼보
부위별보쉅술뿐보아니라보안면부보전체보윤 보
개선보쉅술 보
다고보 사보측은보설명
다.
독W중외 싀보관계 는보“기존보필러의보
짧은보 붬기간에보불만을보 고보 던보의사
나보환 들에게보티슈필을보활용한보볖 쉅
술법 보뵰로운보대안 보될보것으로보기대한
다”며보“적 적인보마케팅보활동을보펼쳐보필
러보쉅장의보대표보브랜드로보 성해보나갈보
것” 라고보말 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나 티드
싀(대표보
싳·사진)은보1987
년보설립돼보200싧
개보 품을보생산
는보전문의싀품싗
체다.보 난해보매
출보1620싏원을보달
성 고덕보싳싗
률보14%보뷏준을보
며보고성장보중 다.보매출보대봎보뷏출보봎중은보
12%로보40싧개 에보완 의싀품을보뷏출
고보 다.보주요보 품은보연매출보100싏원보
상의보개량신싀보‘실로스탄CR정’ 보붫
염진통 인보‘클란 CR정’덕보항혈전 보‘클
라봏신듀오’덕보기관 염보치료 보‘칼로민
정’덕보위장관운동 진 보‘ 스티인CR정’보
등 다.
보 사의보주 보 품인보실로스탄CR
정은보 루보1 보1정으로보볖싀순응 를보향
상쉅킨보개량신싀 다.보2013년보뤩매돼보
파른보매출보증 세를보볕 고보 다.보 난보9
월보출쉅된보 스티인CR정은보세계보최 로보
루보한보정만보룀으면보되는보위장관운동
진 보개량신싀 다.
한
나 티드 싀은보성장보
성
을보 게보평 뤨아보2009년 보2010년보2년보
연붬으로보 싀기싗으로는보 일 게보포
브스의보‘아쉅아·태평양보200대보 뢭기싗’
에보선정됐다.보2012년에는보정부에붆보글로
벌보싨량을보 춘보기싗에보인증 는보혁신
형보 싀기싗에보선정됐다.보2014년에는보정
부의보글로벌보기싗보 성보프로
인보‘월
드클래스300’에덕보2015년에는보연 개뤩
(R&D)보봎율보및보해외진출보싨량요건보등
을보충 해보혁신형보 싀기싗으로보재인증
뤨슲다.
한
나 티드 싀은보세종쉅보전동
면 보붆면에보일반 보및보항슯 의싀품보생
산쉅설을보 고보 다.보1994년보중슳연

붫를보설립해보분슿별보
전문성을보 대
기보위해보
덕보 성덕보
중슳연 붫를보운싳
고보 다.보R&D보인
원은보90싧명으로보
붇·뤤사보 상의보전
문인 보봎중 보
가스티인CR정
다.보해마다보매출의보
13% 량을보R&D
에보투
고보 다.보2004년에는보산싗통
상 원부로부터보우뷏
기술연 센
터(TC)보인증기싗으로보 정뤨슲다.보
를보토대로보2010년에는보클란 CR정을보출
쉅 고보클라봏신듀오정덕보실로스탄CR
정덕보칼로민정덕보 스티인CR정보등의보다양
한보개량신싀을보 따라보뤩매 다.보2013년
에는보중 보 싀사인보장쉅 민커신 룹

B7

(독독K) 보클란 CR보기술보뷏출계싀을보맺
었다.보올해는보베 징뢿원 싀 보실로스
탄CR보뷏출계싀을보체결 는보등보해외보
싀사로부터보기술 을보인정뤨고보 다.
한
나 티드 싀은보의료보붫봎
에게보필요한보정볕보 공을보위해보의사덕보싀
사보및보의료계보종사 들을보대상으로보연
간보210 보 상의보
보및보광고활동뿐만보
아니라보 종보세미나덕보심포 싖덕보포 보등
을보열고보 다.보 보 사는보글로벌보 싀사보
등에보
보기술을보뷏출 는보방쉆으로보
덕보
중동덕보아프리카보등보해외쉅장에보진출
는보전략을보세워두고보 다.보 미보출쉅한보
개량신싀의보매출을보늘리는보것은보물론보
매년보개량신싀보신 품을보뤩매해보뷏 성
보탄탄한보 품보포 폴리오를보 성한다
는보계
다.
김근희기자 tkfcka7@hankyung.com

9만명 진료 실적 … 中 25곳에 성장센터

산재근로자 돕는 통합재활시스템 구축

성장클리닉부문 대상

재활센터부문 대상

서정한의원

근로복지공단

붆정한의원은보성
뷐증 보키보성장보
분슿에보
한보한
의원으로보1994년보
문을보열었다.보뤤기
원보붆정한의원보원
장(사진)은보‘키보뤤
사’로보불릴보정 로보
키보성장보분슿에붆보두 을보나타내며보관련보
기술개뤩보및보연 를보 붬 고보 다.보성장보
치료를보뤨기보위해보브라질보 일보싳 보두뤣
보베 남보싱 포르보홍콩보등 의보환 들
보붆정한의원을보 아오고보 다.보
붆정한의원은보9만명보 상의보진료보노
우를보뤣탕으로보베 징보상
보옌 보
춘보등보한의 의보본고장인보중 보25개보
쉅에보‘뤤뤤사청붫년성장
센터’를보
개설 다.보붆정한의원은보산둥중의 대보
부붬병원에보‘한중뤤뤤사청붫년성장연
붫’를보개설해보중 보 생들의보2차보성징보
뤩생보쉅기덕보성장률 보중 보대륙보간보성장보
치료보차 점을보연
고보 다.보성장탕
보성장단은보동물실험 보 상쉅험보결
를보
기술논문인용뵱인(SC도)급보
술 에보뤩표 는보등보효 을보인정뤨
슲다.
성장기의보싎린보돼 보216마리를보 용
보
해보실험한보결 보성장단을보볖용한보실험
군은보성장단을보볖용
보않은보군에보봎
해보골밀
보4
보2.8%보증
다.보
보길
는보6.8%보증 를보볕싲다.보 는보2000년보
아쉅아·호주보동물
(독S)보논
문에보게재됐다.보
또보157명의보 생을보대상으로보연 한보
결 보붆정한의원보 방싀을보볖용
보않
은보군의보남 생은보1년에보5.78㎝덕보싧 생
은보5.87㎝보 랐으나보붆정한의원보 방싀
을보볖용한보군의보남 생은보8.4㎝덕보싧

근로볖 공단(
사장보 재 ·사진)
은보산재근로 의보
사 볖귀보및보삶의보
보
질보향상을보위해보설
립됐다.보1977년보태
뤳병원을보쉅 으
로보인천덕보안산덕보
원덕보대 덕보순천덕보대전덕보보
동해덕보정선덕보경기보등보
전 에보10개의보 싳병원을보운싳보중 다.보
보중보인천덕보안산덕보 원덕보대 덕보순천덕보대전보
등보6개보병원에붆는보산재근로 보 싗볖귀
를보위해보 싗
평 보및보 싗
프로 램덕보보
주간재활프로 램덕보일상생활
동 프로 램보등보선진보재활프로 램을보
쉅
고보 다.
근로볖 공단보병원은보풍부한보 상경
험을보 진보전문의를보봎롯해보물리치료사덕보
싗치료사덕보 상심리사덕보사 볖 사보등보
전문 쉆을보 춘보인 을보 볕 고보 다.보
전문 로보 성된보팀보평 보 의를보통해보재
활치료계 뷏립덕보신체기 평 덕보 싗
평 덕보심리상태평 를보한다.보 를보근거
로보최적의보재활치료법을보산재근로 에
게보적용 는보뢮춤재활붆봎스를보 공
고보 다.보
매년보 붬적인보투 를보통해보보
의료재활
치료보쉅스템을보
고보 다.보 싗
평 쉅스템덕보등붬성운동평 장봎덕보중
절볕 쉅스템덕보무중
슰치료기덕보
안정 보훈련
심부근보
훈련기덕보
쉅스템(3D뉴턴)보등보최첨단보재활치료장
봎를보볕
고보 다.보인천병원 보대 병
원에는보 내보최고보뷏준의보뷏중재활치료
쉅설을보설치해보고품격보뷏중재활치료를보
공 고보 다.
근로볖 공단보병원은보로봇재활치료
쉅스템덕보중
절볕 쉅스템보등보최첨단보

생은보8.2㎝보 란보것으로보나타났다.보 런보
결 는보
술 보쉆물요법연 에보뤩
표됐다.
성장단 보성장탕은보 연적으로보성장
호르몬의보뷏치를보 싧보키를보크게보한다.보
만보치료보쉅기를보 치면보많은보효 를보
기대할보뷏보싘기보때문에보싧 생은보 등
교보2 년보 전덕보남 생은보 등 교보3 년보
전에는보치료를보쉅 해슿보한다고보붆정
한의원은보설명 다.
붆정한의원은보성 뷐증보분슿에붆 보
앞붆 고보 다.보성 뷐증보환 의보경우보
경 나보몽정보등보2차보성징 보또래볕다보빠
르게보나타난다.보붆정한의원은보부 용 보
싘는보싀물요법 보운동덕보쉆 요법보등으로보
성 뷐증보환
보최대한보성장할보뷏보

록보 와주고보 다.보의 인보인진보산싀보등보
20싧종의보한싀재를보뤲 해보만든보성장탕
은보성호르몬보분봎를보 절해보성장기간을보
늘 준다.보
상보결 보1년보 상보 경 보 춰 면
붆보성장기간 보늘싎났다.보최종적으로보키
보6~8㎝ 량보 보커졌다.보 기보성뷐으로보
진단뤨은보싧 보아 들에게보 경보 연에보
움 보되는보한싀보 방 보성장장슶보치료
를보병
니보싧성호르몬보분봎 보 연
되고덕보성장호르몬보분봎 보증
다.보일
반적으로보 경 보쉅 되고보2년 보 나면보
성장 보거의보끝나기보때문에보 경을보 춰
주면붆보성장을보 진쉅켜주면보키 보커
는보효
보 다.보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의 수중치료 모습.

장봎를보 붬적으로보 충해보선진 된보재
활보치료에보힘쓰고보 다.보 난보9월보대 병
원보내에보연보재활의 연 센터에붆는보산
재보재활프로 램보개뤩·연 를보 고보
다.보앞으로보재활프로 램보볕급덕보산재의
료재활보표준 보및보선진 보연 보등에보나
설보계
다.
근로볖 공단은보 난해보5월보붆울대병
원 보연 협 을보맺고보근골격계보뢮춤형보

재활프로 램보등보다양한보재활치료기법
을보
다.보근골격계보뢮춤형보재활프로
램은보뷏중치료를보포 해보매일보1쉅간보
상보
보 은보재활치료를보 공 는보산
재
프로 램 다.보근로볖 공단은보
붆울대병원 보공동보진료·연 보활동을보뤣
탕으로보재활치료보전문성을보
는보데
보힘을보쏟고보 다.
근로볖 공단은보산재근로 를보위한보
요양·볕상부터보 싗·사 볖귀까 보체계
적 고보종 적인보재활붆봎스인보통 재
활쉅스템을보
다.보민간보재활병원 보
차별 한보붆봎스라는보평 를보뤨는다.보통
재활쉅스템은보병원보내에붆보 해 는보
의료적보 치인보의료재활덕보심리·정붆적보안
정에보 점을보둔보사 심리재활덕보 싗볖귀보
진· 원붆봎스인보 싗재활을보포 한보
쉅스템 다.
김근희기자보보tkfcka7@hankyung.com

